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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ng, by its very nature, requires workers and technology to function 

in an unpredictable environment that can not easily be engineered to 

accommodate human factors. Miners' physica1 and cognitive capabilities 

are sometimes stretched to the point that "human error" in performance 

result. Mine safety researchers estimate that 50 - 85% of all mmmg 

m]uries are due, in large part, to human error. Further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imary causes of these errors in performance lie outside the 

individua1 and can be minimized by improvements in equipment design, 

work environments, work procedures 없ld training. 

The human factors research is providing the science needed to 

determine which aspects of the mmmg environment can be made more 

worker-friendly and how miners can work more safely in environments 

that can not be improved. Underground mines have long been recognized 

as an innately hazardous and physica11y demanding work environment. 



Recently, mmmg is becoming a more complicated process as more 

sophisticated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he more complicated or difficult 

the tasks to be performed, the more critica1 it is to hav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humans, the technology, the environment, and how 

they interact. Human factors is a key component in solving most of 

today' s mine safety and hea1th problems. Human factors research 

primarily centered around solving problems in the following four areas: 

How mining methods and equipment affect safety 

- Evaulating the fit between miners' physica1 capabilities and the 

demands of their job 

- Irnproving miners' ability to perceive and react to hazards 

- Understanding how organizationa1 and manageria1 variables influence 

safety 

Human factor research . was begun during the World war II. N ationa1 

Coa1 Board(British co외) of Great Britain commenced ergonomics in 1969, 

and Bureau of Mine of United States started human factor researches in 

same year. 

]apan has very short history of human factor research. Nationa1 Institute 

of Resources and Environment started the human factor research in 1992. 

In Korea, it is the first try to study human factor research program for 

preventing mine disasters. In this first year of the program, the genera1 

suπey and eva1uation of previous research references of UK and U.S.A., 

and statistica1 an떠ysis of mine accidents has been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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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L 

광산 작업은 그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인간적 요소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리하 

기 어려운 작업이다. 작업자들은 인간의 신체적， 정선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때때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광산재해의 상당한 부분(50-85%)이 인간과실(Human Error)에 기 인한다는 것 

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간과설의 대부분이 작업자 개개인에 원인 

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과설은 장비설계， 작 

업환경， 작업공정， 교육훈련 등을 개선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다. 

Human Factor 연구는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작업환경 하 

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과 

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갱내 작업은 원천적으로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좁은 작업공간， 어둡고 탁한 공기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작업환경 때문에 다른 산업과 같은 안전기준으로는 재해 및 보건문제 

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는 날로 발전하는 광산장비 및 작업 방법 때문에 인간적， 기술적 및 

환경적 문제들에 대하여 더 체계적인 이해와 대책이 펼요하게 되었다. 

Human factor는 오늘날의 광산 안전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있다 Human factor는 원시인들이 석기를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설제로는 2차 대전 중에 시작된 것이다. 2차 대 

전 중에 이미 각종 병기들이 병사들의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다루기가 힘들 정 



도로 복잡하고 예민해졌다. 이 기간 중 어떤 기간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실 

제 전투에서 사망하는 경우 보다 연습 중에 사망하는 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비행기 조종석， 레이다실， 전투정보센터， 망원경 등 병기 

를 설계할 때 심리학자들의 도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후에 해군과 공군에 human engineering (인간공학) 또는 engmeenng 

psychology (공업심리학) 연구실이 설립되었다. 이 기간 중에 소련은 인공위 

성 Sputnik호를 발사하여 우주경쟁이 시작되었다. 비행기나 무기를 만들던 산 

업은 우주산업으로 전환되고 이때부터 human factor라는 새로운 기술 분야 

가 도입되었다. 미국광무국(USBM)이 광산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human 

factor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시기였다. 그리고 이 때부터 작업장이나 상 

품 설계 및 평가를 위하여 일반산업체에 Human factor 전문가들이 채용되었 

다. 

1969년에 영국석탄공사(N ational Coal Board)에서는 갱내탄광의 

ergonomics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69년 석탄법 통과를 계기 

로 내무성 광무국에서 human factor 연구를 시작하였다. 광산의 human 

factor 도입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human factor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 

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채광법과 장비가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작업원의 육체적인 능력과 작업상 요구되는 일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 

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작업자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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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경영의 변수가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국의 석탄공사는( British Coal) 그간 조작성지수(801)， 안전성평가법 

(SAP) , 위험 인식도 평가볍 (RPA) 등의 연구 성과를 올렸으며 미국은 1970년 

대 초 정부 연구소인 Pittsburgh Research Center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지금까지 막장 전기제품의 제어판 표준화에 대한 연구， 갱내 장비의 

canopy 설계기준 연구， 운전석의 최적 설계 연구 및 원천적 안전채광 시스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안전교육 방법， 생체공학과 물 

건 들어올리기， 장비설계， 비상시 대응대책， 신채탄법 하에서의 위험 인지기술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1992년에 역시 정부 연구기관인 자원환경총합 

기술연구소(NIRE)를 중심으로 연구를 착수하여 갱내화재 원인분석 Human 

factor에 의한 재해원인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우리 나라도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재해방지 및 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 

여 Human factor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초년도인 금년도에는 우선 선진외국 연구기관의 연 

구문헌을 수집 분석하는 기초 연구와 국내외 재해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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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Human factor의 소개 

광업이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예측불허의 환경에 당면하기 쉬운 특정을 

갖고 있고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업무 수행상 인간의 

과실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 광산재해의 약 50 - 85% 

가 인간의 과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 

간과설의 대부분은 개인적인데 원인이 있기보다는 장비설계， 작업환경， 작업공 

정 및 교육훈련 등 관리자들의 관리방법 여하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Human factor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 

면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새로 

운 과학이다. Human Factor 연구의 기본철학은 근로자들을 부상이나 절병 

으로 이끄는 언간과설， 연간질수의 근본 원언은 근로자 개언에게 았는 것 

이 아나며 장버설계， 작업환경， 작업방법 및 훈련의 개선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광산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예민한 장비가 속속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채광방 

법도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Human Factor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간 광엽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개발 보급되면서 작업수행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 기술 및 환경 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더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 

Human factor 는 광산안전 및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 

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본은 최근(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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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에 Human factor 연구를 시작하는 등，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 

Human factor를 광산안전 및 보건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로 인식 

하고 열심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Human factor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 

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채광법과 장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들의 육체적 능력과 작업상 요구되는 일의 적합성 평가 

。 위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능력 및 반응능력의 제고 

。 조직 및 관리 변수들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증진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전교육 방법의 개발， 생체공학과 물건 들어올리기， 장 

비설계 등 Human factor 연구결과， 제언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 

으며， 그 외에도 비상시 대응방법， 위험 인식방법， Ergonomic 위원회 참여， 

신기술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광산재해의 새로운 경향성 파악 등과 같은 분 

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2-1. Human Factor의 정 의 

정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같은 과학적인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용어 

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둘 펼요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 

지 용어는 바로 human factor와 ergonomlcs 이다. 그 다음으로 쓰이는 용어 

가 human engineering 인데 이 용어는 요즘 점차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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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uman factor 는 주로 미국과 카나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두 나라 

에서는 학회 명칭에 바로 human factor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미국: 

Human Factor Society, 캐 나다 Human Factor Association of C없ada). 미 국 

에서는 자동차， 컴퓨터， 의자 등 상품광고에서 자주 ergonorrucs란 용어가 사 

용되고 있다. 그 외 영국 독일 불란서 폴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등 다른 나 

라에서는 ergonomlcs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엄밀한 내용상의 차이에 대하여 McCormick 과 

Sanders 는 다음과 같이 정 의 한 바 있다. 즉， human factor는 본래 human과 

hardware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인간이 장비， 작업장， 작업환경 등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습성 그리고 장비나 작엽장 설계와 관련하여 인간 

의 체격과 체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최종 목 

적은 인간과실(human eπor)을 줄여보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한편 ergonomlcs는 작업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 그리고 열， 소음， 조명 등 복잡한 

환경관련 stress 요소들에 대응하는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두 용어간에 뚜렷한 구별이 어렵고 서로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 

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human factor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human 

factor 란 인간 이용을 위한 설계이다.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하면 human 

factor 란 장비， 도구， 시설， 공정， 환경 등의 절계얘 었어서 연간의 특생， 

능력， 가능성， 습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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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본모텔 

Human factor는 human-hardware-environment 시 스 템 에 초 점 을 맞추고 

있다. 그림 2-1 은 이것을 간단히 표시한 것이지만 human factor의 기본적인 

요소를 잘 나태내주고 있다. 설제로는 대부분 한사람 이상， 기계도 하나이상 

그리고 다변적인 환경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운전자는 기계에 관한 

정보들을 표시장치 (display)를 통하여 접하게 된다. 표시장치는 시각， 청각， 

촉각 및 후각 등을 통하여 전달된다. 운전자는 전달받은 정보를 처리한 다음 

push button, knobs, joy sticks, steering wheel 등의 제어장치 (controD를 이 

용하여 기계에 명령을 한다. 운전자와 기계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으로 

부터 정보를 얻는다. 기계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가끔씩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준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어떤 

hardware를 통하여 영 향을 준다. 

Envir o nment 

Dust Noise 

Temperature lllumination 

Obstac1e Vibration 

Glare People 

Fig. 2-1. Basic human-hardware-enviro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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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모델의 한 예를 들어 한 작업자가 착암기를 이용하여 경암을 천 

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작업자는 착암기로부터 여러 가지로 정보를 접한 

다. 즉， 유압계에 의한 유압， 진동， 느낌에 의한 천공상태， 육안에 의한 빗트의 

전진상태， 음향에 의한 착암기 상태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접수한 후 과 

거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상의 천공이 이루어지도 

록 착암기를 조종하게 된다. 착암기에 의한 천공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없었 

던 구멍을 만들고 소음， 분진， 안개를 생성시키고， 후드에 의해 바닥면이 파이 

는 등의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다시 인간에게 시정을 

불량하게 하거나 청력을 해치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게된다. 

2-3. Human factor가 아년 것 

Human factor 의 기본적인 목적혼 장벼 및 환경과 연간과의 관계를 연 

구하여 어떻게 하면 hardware에 대한 최상의 정보， 채어방법을 제공하고 

최상의 hardware를 절계함으로써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능률적이고 편안 

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이 인간의 작업성 

과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인간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의사를 결정하여 육체적 행동에 옮기는 인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Human factor는 단순히 checklist 나 guideline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checklist 는 유용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humai1 factor 평가의 내용 

은 아니다. Checklist의 문제점은 checklist가 어떤 항목들 사이의 상호관계나 

서로 상충되는 영역 사이에 이루어져야할 균형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Guideline은 말 그대로 guideline일 뿐이다. 두 사람이 같은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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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다. 

Human factor는 어떤 것을 설계할 때 자기자신을 모델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가생각에 맞고 자시에게 적합하다고 그것이 그 것을 최 

종적으로 사용할 사람의 마음에 들고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ore chute를 설계하여 설계자 자신이 편하게 chute 아래를 통과 할 

수 있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높이가 될 수는 없다. 

결국 Human factor는 물론 상식을 내포하고 있지만 단순한 상식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Human factor가 상식으로 보이는 것은 아마도 human 

factor 권고사항은 설명을 듣고 나면 마치 수학적 증명과 같이 직관적이기 때 

문일 것이다.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분명하지만 입증되기까지는 매우 창조 

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human factor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경보 읍의 크기를 높일수록 사람이 쉽게 

알아듣게 된다. 단순한 반응일 때 이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복잡한 반응일 

때는 다를 수도 있다. 실제로 음의 세기를 높이는 것이 반대로 반응을 더 느 

리게 할 수도 있다. 어떤 표면의 거칠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맨손보다 앓은 

장갑을 끼고 만져 볼 때 더 정확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2-4. Human factor 적용의 장애물 

Human factor적 사고가 생산을 유지하고 능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는 사설이 직관적으로 분명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작업장이나 장비 설 

계에 쉽게 적용하려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적어도 어떤 조직에 human factor 

를 소개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에 대하여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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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못 알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똑 같이 창조되지 않았다. 

사실 두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시스템이던지 이러한 다양성을 고 

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한 규격이 모두에게 맞는다면 그것은 한 규격이 모 

두에게 잘 안 맞는다는 것이다. 

2) 언깐은 잘못된 절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훈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훈련이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 

다. 긴장 상태일 때 인간은 시스템이 원칙대로 작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대응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작동 할 수도 있다. 

3) 기술자와 셜계자는 연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모두 알지는 

못한다. 

기술자와 설계자는 기술자와 설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안 

다. 그러나 기술자와 설계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4) 소소한 human factor적 결함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 

다. 

작은 결함들이 큰 결함으로 증폭될 때가 있다. 작은 결함들은 또한 생산 

성과 효율성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작은 결함들은 마치 유압계통의 누유 현 

상과 같은 것으로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는 것이다. 

5) 큰 사고가 아년 것은 human factor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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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는 제어실의 여 러 가지 human factor적 결 

함이 있었으벼， 그날까지 60분 이내의 용융이 있었으며， 큰 사고는 아니었다. 

2-5. Human factor의 역 사 

현재의 human factor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uman factor의 발선과정을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human factor는 원시인들이 석기를 만들 때부 

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설제로는 2차 대전 중에 시작된 것이다. 

1) 1940-1950 ; 전 쟁 시 기 

2차 대전 중에 이미 각종 병기들이 병사들의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다루기 

가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예민해졌다. 이 기간 중 어떤 기간에는 전투기 조 

종사들이 실제 전투에서 사망하는 경우 보다 연습 중에 사망하는 수가 더 많 

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심리학자들이 비행기 조종석， 레이다실， 전투 

정보센터， 망원경 등 병기를 설계할 때 기술자들과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생 

기게 되었다. 

2) 1950-1960 ; Human factor 가 새 로운 기 술 분야로 탄생 

전후에 해군과 공군에 human engineering 인간공학) 또는 engmeenng 

psychology (공업심리학) 연구실이 설립되었다. 이 활동은 군수산업 기지 내 

에서 단독으로 수행되었었다. 이 기간 중에 소련은 인공위성 Sputnik호를 발 

사하여 우주경쟁이 시작되었다. 비행기나 무기를 만들던 산업은 우주산업으로 

전환되고 이때부터 human factor라는 새로운 기술 분야가 도입되었다.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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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 이 미 영 국에 서 는 Ergonomic Research Society of Great Britain 이 설 립 

되 었고 미 국에 서 는 1957년에 Human Factor Society 가 설 립 되 었다. 1960년도 

의 Human Factor Society 회원은 500명 정도였다. 

3) 1960-1980 ; Human factor의 인식 및 확산시기 

이 시기에 human factor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회원수가 3,000 명 선 

으로 증가되었다. Human factor 는 군사 우주산업을 벗어나 민간 정부기관 

및 산업체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광무국(USBM)이 광산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human factor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시기였다. 그리고 이 때부터 

작업장이나 상품 설계 및 평가를 위하여 일반산업체에 Human factor 전문가 

들이 채용되었다. 

4) 1980 ; Human factor의 일 반화 

이 때부터 자동차， 잔디 깎기， 트럭운전석， 컴퓨터 및 심지어 치과의자에 이 

르기 까지 각종 상품광고에 “ergonomics" 또는 "human engineered" 란 용어 의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IBM, Boeing, Ford Motors , Gener떠 

Electric, Kod삶‘， General Motors, Hewlett Packard, 1ρckheed， RCA, 

Westinghouse, Xerox 등 굴지의 회사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human 

factor 요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각종 학회에도 human factor 소위원가 설 

치되었으며， 60여 대학의 대학원에 human factor program 이 개셜되어 있다. 

2-6. 광업분야의 Human factor 역사 

Human factor는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기술도입이라는 의미에서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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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었다. 광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보급은 갱내환경에 큰 영향을 주 

었다. 노천광산에서의 기술개발은 대형화 및 토량 처리의 효율성 증대에 머물 

었으며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없었다. 

기계화가 되기 이전의 갱내채광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 6시간씩 

옆으로 누어서 박층의 석탄을 파내는 방식이었다. 

1) 1870-1950 ; 초기 기 계 화 시 기 

갱내광산의 초기단계 기계화는 1870년에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증기기관차 

가 소개되었고， 기계 적재장치가 시도되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후기에는 채 

탄 막장에서 사용되는 undercut용 cutting machine(절탄기)， 전기착암기 등이 

사용되었으나 소음， 진동이 심하고 분진 발생이 매우 심하여 보통의 통기 방 

식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다. 그 이후 거의 40여년 동안 큰 진전 없이 1915년 

경에 겨우 총 석탄 생산량의 절반정도가 이러한 기계에 의해 생산되었다. 

1930년까지도 undercutting 기계가 전체적으로 보급되지 못했으며 기계적재는 

1920-1930사이에 많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시가인 1910년에 내무성 

(Department of lnterior) 산하에 광무국(Bureau of Mine)이 설립되었다. 그러 

나 초기 광무국은 자료수집이 주 임무였으며 1941년부터 비로소 감독기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1950-1970 ; 현대적 기계화 및 석탄볍 제정 

그 다음단계의 갱내채광 혁명은 continuous mmmg machine 의 보급이었 

다. 실제로 몇 가지 모댈에 대한 시험은 1940년대부터 시험된 바 있지만 초 

기에는 이 기계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가 차차 기계의 용량이 커지면서 차차 

신뢰를 갖기 시작하였다. 1950-1960 연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이 시기에 군부나 우주분야에서는 human factor 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광산에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이미 유럽에서는 부분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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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hurnan factor에 대 한 연 구가 진 행 되 었 다. 1969년에 영 국석 탄공사 

(N ationa1 Coa1 Board)얘서는 갱내탄광의 ergonOInICS 연구를 수행하였다. 

1968년 Farrnington, WV. 의 광산사고로 78명 이 사망하자 의 회 는 1969년에 

석탄광산 보건안전법 (Federa1 Coa1 Mine Hea1th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광무국으로 하여금 보건안전 연구를 하도록 역할을 확대시켰다. 

3) 광업 분야의 hurnan factor 도입 과 발전 

1969년 석탄법 통과를 계가로 미국 내무생 광무국은 human factor 연 

구를 시작하였다. 최초의 공식적인 과제명은 “갱내 탄광의 문제점 파악” 연구 

로 1971년에 완료되었다. 이보고서는 장비 설계， 개인용 보호장구， 통신， 조 

명， 소음， 천반조사， 교육훈련 등과 같은 연구를 하여야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인간의 업무성과(hurnan perforrnance)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였는데 전체 문헌은 49건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유럽 국가들의 것이었다. 

그 이후 수년간 막장 전기제품의 제어판 표준화에 대한 연구， 갱내 장비의 

canopy 설계기준 연구， 운전석의 최적 셜계연구 및 원천적 안전채광 시스템 

연구 동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업계를 당황하게 했다. 국회는 

1977년에 1969년애 채정된 석탄법을 금속 비금속광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하였으며 관할 관청은 내무성 광무국에서 노동성 (Department of Labor) 

광산안전보건청 (Mine Sarety and Hea1th Administration)으로 이관하고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관계 규정을 선설하였다. 초기의 석탄광에서 연구된 

hurnan factor연구실적들은 그대로 금속 비금속광산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모두 같은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점도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금속， 비금속광에 대한 hurnan factor 연구 

과제가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hurnan factor 연구는 갱내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일부는 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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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노천광산의 human factor 연구 예를 보면 대형 

트럭운반시 視界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 광산의 human factor 도입과 발전과정을 간단히 돌아보았듯이 그 역 

사는 그다지 길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안전 및 생산성 향상 

을 위하여 human factor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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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절계와 Human factor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urnan factor 의 중심개념은 시스템이다. 사 

람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설체 (entity)이다.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 기계 및 기타(예; 상호작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시스템 개념의 이용은 인간과 기계의 

복잡한 집합체를 개발하고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데에 사 

용된다. 

Bailey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시스템의 개념은 우리가 목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내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스템의 일부를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잘 조화된 시스템을 다듬는 것 

등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갱내광산의 운반용 트럭을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 시스템 개발과 여러 가지 

hurnan factor 활동의 결과를 훌어 보기 로 한다. 

3-1. 시스템 의 특성 

1) 시스템 은 목적을 갖고 있다. 

모든 시스템은 목적을 갖고 있다. 시스템의 목적은 한가지 이상일 수도 

었다. 시스템의 목적은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되어야하고 시스템이 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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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막장 운반장비에 대한 시스템의 적절한 복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 

다. 

。 막장의 광석을 주 운반 계통까지 운반한다. 

- 바닥의 광석을 운반장비에 적재함 

- 운전자를 천정 낙석으로부터 보호함 

시스템의 목적은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평가 등을 하가 전에 확실히 이해 

되고 모든 관련자들이 공감하도록 하여야한다. 

2) 시 스 템 은 계 층적 (Hierarchical) 이 다 

하나의 시스템은 더 큰 어떤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안에 또 다른 하위 시스템 (sub system)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3-1). 큰 광산의 운반 시스템 속에 막장운반 시스템이 있고 

막장운반 시스템을 다시 분석해보면 다시 운반장비와 운전자라는 하위 시스템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을 기술하거나 분석 할 때는 먼저 “어 

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어디서 끝낼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은 역시 “경우에 따라 다표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다. 어떤 시스템을 기 

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정을 하여야한다. 

첫째， 사스템의 범위를 결정해야한다. 즉， 시스템 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 

할 것인지， 시스템 밖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선택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확실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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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Schernatic diagrarn of haulage vehic1e subsystern within 

the tota1 rnine systern 

예로 막장운반 시스템 안에서 운반장비에， 시스템 밖에서는 체인컨베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장비의 운전공과 정비공을 시스템의 

범위 밖으로 보는 설계자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지배하면 시스템은 잘 운영 

되지 못하고， 많은 훈련을 해야하고， 운전공의 과실이 속출하며， 정비가 어렵 

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능력의 최대한 발휘와 안전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운전공과 정비공은 시스템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 

반적인 원칙이다. 

두 번째는 시스햄 精度의 한계를 결정해야한다. 즉， 시스템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원하는가? 분석의 최하위 수준은 구성요소(cornponents) 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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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구성요소는 더 정밀한 평가수준의 다른 분석에서 sub시스탬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막장운반 장비 시스템에서는 운반장비와 운전공이 구 

성요소가 될 수 있다. 또는 운반장비와 운전공이 subsystem(하위시스템)이 되 

고 추진과 방향조작 이 구성요소로 될 수 도 있다. 시스템의 범위 결정에서 

와 같이 정도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답은 없다. 적절한 한계는 첫째로 왜 그 

여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3) 시스템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가동된다. 

시스템의 환경은 그것이 c1osed-loop 이건 open-loop 시스템이든 간에 모두 

시스뱀 범위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장비 시스템의 환경에는 갱 

도， 다른 장비， 광부들， 컨베어， 적재기 등등이 포함될 것이다.0야n-loop 시스 

템은 자신의 행동을 감지할 수 없으며 그 방향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한편 

c1osed-loop 시스램은 자신의 행동을 감지할 수 있고 정보에 의해 그 행동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연간은 본래 c1osed-loop 시스탬이다. 두 가지 시스뱀의 차이를 설명하 

기 위하여 open-loop 시스템으로 경사면을 굴러 내려가는 운전공이 없는 운반 

장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비는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여 자기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교정하는 등의 대용 메커니즘이 없 

다. 같은 장비라도 운전공이 있으면 c10sed 시스템이다. 운전공은 정보를 분석 

하여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 장애물을 피하도록 방향을 

조정한다. 

4) 구성 요소(components)는 각기 제 기 능을 발휘 

구성요소는(분석의 최하위 단계)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 한가지 기능을 발 

휘하여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일조를 해야한다. Human factor 전문 

가의 임무 중 하나는 사람 또는 기계가 시스템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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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반장비 시스템 

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속도를 제한할 것인가? 이 속도제한을 자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공에게 맡길 것인가? 속도의 감지는 누가 할 것인가? 인 

간이 속도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써 속도 

계를 사용할 것인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human factor 전 

문가들은 기능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인간은 시스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1) 감지 (시 각， 청 각， 촉각) 

(2) 저장(기억) 

(3) 정 보처 리 (思考)

(4) 의사결정 

(5) 설행(행동， 말) 

5)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은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구성 요소는 비록 마미할 

지라도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 분석 자료의 하나는 이러한 

구성요소나 하위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記述이다. 

6) 시스템， 하위시스템， 구성요소에는 각각 입력(inputs)과 출력 (outputs)이 

있다. 

시스템 분석은 각 하위시스템이나 구성요소들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 

해서 각각의 입력과 출력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어야한다 Human factor 전 

문가들은 특히 인간 구성요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입력 출력을 결정해줄 수 

있어야한다. 출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합한 입력이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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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diagram of inputs and outputs between 

of a system subsystem 

예를 들면， 못하면 시스템의 성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공급해 주지 

。

긴r 적절한가? 청각 경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알려주는 갱내광산에서 과속을 

좋을까? 중 어느 것이 운전대와 레바형 반장비의 방향전환 명령은 원형 

시스템의 모처~ z} τ7 <? J 。 며 
;>ÇJ.'- M ...c:.- -l 바와 같이 시스템은 하나의 살펴본 이상에서 

연계되 하는데 필요한 입력과 출력을 롱하여 상호 기능을 목적달성을 위하여 

있다. 시스템은 어떤 환경 하에서 가 는 하위시스템과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소 논 일부분이 동된다. 그러나 시스템이나 환경의 

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 설계 과정과 human factor 전문가 

유형들을 소개한다. 들이 해야할 활동의 

7) 기술자들이 실제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정보를 설계과정에서 어 human factor적 기술자들이 설계를 어떻게 하고， 

경력을 약 15년의 연구가 있었다. 건의 며 
7<. 이미 이용하는가에 대하여 떻게 

연구되었다.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

굵
 

자
 

i 

술
 

기
 

전기 01 
^ 기계 가진 45명의 

등을 설계 점검장치 조정실， 전자장치 점검장치， 항공관제 주고 조종설， 회로 

호킹Lλ4 
~ , 체계적인 확인후 선중하고 

설계를 마쳤다. 

밝혀진 사실은 기술자들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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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바로 설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장 

비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지， 사용 순서， 어느 기능이 가장 중요한지， 또는 어 

느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둥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인간과 하 

드웨어에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기술자들은 시스템 개발의 첫 번째 두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기 

술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하였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새 

로운 설계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일부 입수된 새로운 

정보에 의한 부분적인 수정을 제외하고는 당초 그들이 한 설계의 변경을 매우 

싫어하였다. 예를 들어， 설계과정 중 네 사람의 운전공에게 조작을 시켜보도 

록 하였으나 두 사람에게만 운전을 시켜보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 

배열의 일부만 수정하였지 설계내용의 전반적인 수정은 하지 않았다. 

기술자들의 Human factor에 대한 태도에 관한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렸다. 즉 “연구의 일관적 결론은 복잡성이나， 기술자들의 경력이냐 

절계문체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자들은 절계사 human factor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술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들은 human factor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있고 human factor가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설계시에는 그렇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20여년 전에 수행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8) 시스템 설계의 단계 

시스템이 바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계의 개발과정을 거치게 마 

련이다. 어떤 경우는 그 과정이 체계적이고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 

나 대부분은 유동적이어서 체계가 없고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노천채광용 

bucket wheel excavator를 개발할 경우 개발과정은 주의 갚게 계획되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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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천광산 소장이 다목적 정비차량을 동시개발 요 

청하게 되면 개발과정은 1 더 비정규적인 과정을 거치게된다. 

Bailey 는 그림 3-3 과 같이 시스램 설계의 6단계를 나열하였다. 그러나 실 

제로 단계는 반복적이어서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점 정확하게 접 

근된다. 다음 단계에서 얻어진 정보가 전 단계에 영향을 주게되어 재평가를 

요하게되고 따라서 단계는 여러 번 반복된다. 

「기 
4 단계 

interface설 계 댐뚫쫓 
5 단계 

Facilitator셜 계 

Fig. 3-3.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 1단계 : 목적의 설정 및 시스템의 사양 

시스템은 명확한 목적의 설정이 없이는 설계될 수 없다. 다목적 정비 차량 

의 목적은 작업현장에서 장비들을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펼요한 

도구， 장비， 부품 및 정비공들을 수송해야하고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할 작업 사양이 명기되어야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수요자가 무엇 

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연구로부터 도출되어야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들은 면담， 질의서， 현장방문 및 작업분석 등을 통하여 수집된다. 일반적 

으로 펼요조건Cconstr떠nts)은 시스템의 펼요 요건 중 일부이다. 예를 들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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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량은 진흙탕， 강풍， 고온 등의 악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시스템 

셜계자는 시스랩의 인간적 요소와 관련된 필요조건을 다루어야 한다. 이들은 

운전공의 기능， 지식 및 능력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 수와 관계가 

었다. 예를 들어 정비차량의 한가지 필요조건은 정비차량은 적어도 두 사람을 

탑승시킬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 2단계 : 시스템의 정의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그 목적과 1단계에서 정해진 사양을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나열해야한다. 정비차량의 필요한 기능 중 일부를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 사람과 장비를 작업장까지 수송 

- 유압의 누출 수리 

- 파손된 부품의 용접 

- 중량물의 들어올림 

- 중앙 정비 팀과의 통신 

이 단계에서 인간관련 정보도 입수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능력， 이 장비를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체격， 교육정도， 기능， 능력 등 기본적인 특성 등이 조 

사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인간집단에 대한 정보에 

의해 필요조건(constraints)이 수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도의 기술을 요 

하는 시스템은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이 부족한 운전공들은 사 

용할 수 없는 것이다. 

。 3단계 : 기본설계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정의된 기능들이 인간이나 기계에 배분되고 인간의 

엄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임무분석은 인간의 기능들이 필요한 활동에 

잘 배분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해진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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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간이나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활동들이 분석된 

다. 

임무분석은 가장 중요하다할 수 있으며 human factor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들은 초월적 시스템 (transcends svstem)섬계 

를 사용하며 어떤 시스템에서든지 인간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임무분석은 과학만큼이나 예술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에 

는 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정보를 표시하는 양식 

등이 포함된다. 

표 3-1에 임무분석에 펼요한 정보수집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나열되었다. 

Table 3-1. Method of collecting task ana1ysis information 

방 법 내 용 

관찰( Observation)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관찰함 
- 관찰하면서 작업을 하고있는 상태를 관찰하면서 면담병행 

개별적 변담 작업장 밖에서 개별적 변담 

면접 - 그룹면담 작업장 밖에서 2명이상을 동시에 면담 

- 기술회의 작업자의 일에대하여 전문가 감독자동과 면담 

Onterview) - 점 검 표(checklist) 작업자가 자신이 수행한 임무를 점검표에 의해 확인 

- 설문지 작업자가 작업임무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 

- 일지 작업자가 하루일과를 기록보관 

- 녹화기록 특정 작업에 대하여 작업내용을 녹화 

일반적으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한가지 이상의 방법이 동원된다. 

광업에서 가장 종합적인 임무분석의 예를 들면 Crooks 가 갱내 금속， 비금 

속광산의 단위 작업장에서 실시한 예이다. 단위 작업으로는 착암기 천공， 록볼 

팅， 모래충진， 스라샤작업， 궤도보수， 지주설치， 광석 스키프 운반 등이었다. 

감독자， 안전기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임무분석 팀은 각 단위 작업을 수행 

하는 작업원들을 현장에서 관찰하였다. 그리고 나서 작업장 밖에서 작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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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 사람이 면담하였다. 최소한 한 단위 작업에 대하여 4명 이상씩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에는 수집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감독자 1-2 명의 감독 

자들과 기술 회의를 가졌다. 43 개 단위 작업에 대하여 188회 면담을 하였다. 

각 단위 작업은 다시 세분하여 분석되었다. 

임무분석에서 얻어진 정보의 형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 

어 분석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 교육자료 

- 위험도 평가 

- 장비나 공정의 설계 및 개선 

- 장벼 운전이나 유지에 필요한 인원소요 판단 

다음은 금속/비금속광산에서 수집된 임무분석 자료의 예이다. 

- 작업완료에 걸리는 최소 최대 시간 

- 필요한 교육훈련의 양 

- 대기시간의 구성비율 

- 요구되는 육체적 에너지 수준 

- 12가지 육체적 활동의 정도(오르기， 손동작， 말하기 등) 

- 6가지 시각적 요구사항(색맹， 깊이인식 등) 

- 위험요소의 분류(전기， 차고 뜨거운 것， 날카로웅 모서리， 화약 등) 

- 일상적인 과실 및 사고 

- 임무수행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시각적 형태 

- 조명의 종류 

- 단위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장 

이것은 한 개의 엄무분석 정보로는 다소 항목이 많은 것이다. 몇 가지 항 

목은 단위 작업의 조명정도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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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목적과 원하는 정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인 

양식으로는 칸으로 된 양식， 작업 과정도표， 시간도표 등이 사용된다. 

。 4단계 Interface 절계 

3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와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설계자는 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 인간과 장비， 인간과 환경 사이의 interface를 설계하기 시작한 

다. Interface설계에는 작업공간의 layout, 조작방법， 표시장치， 인간과 컴퓨터 

의 대화 등이 포함되며 시스템 설계 중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는 단계이 

다. 즉， 어떤 형태의 표시장치를 택할 것인가? 눈금의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조작봉의 저항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스위치의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최적의 파넬， 운전작업대 및 작업장을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hurnan factor 기술은 연결분석 (link ana1ysis)이다. 연결분석의 목적은 운전자 

와 장비，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관계와 관 

련된 빈도수(frequency) 또는 한계성 (critica1ity) 등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 한 

것이다. 분석된 연결(1i피‘s)은 운전석 계기판 위， 또는 주변환경의 사물 사이 

의 시션의 움직임일 수 있고 조종간 사이의 손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부분끼리 서로 가깝게 배치하는 등의 재배치가 이 

루어지게 된다. 

그림 3-4는 갱내 록볼팅 기계의 조종간과 연결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이다. 션의 굵기로 각 조종간 사이의 손 이동 빈도수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 

이다. 그림에서 보면 꽤 굵으면서도 이동거리가 긴 것으로 boorn swing 과 

head surnp사이의 이동을 볼 수 있다 Hurnan factor 전문가들이 interface설 

계에 동원하는 또 하나의 기법은 실물크기모형 (rnockup) 기볍이다. 충진재로 

채워진 후지(훔紙) 또는 합판 등 값싼 재질로 설물 크기 모형을 만든다. 조종 

간을 실물 또는 모형 그림 사진 등으로 만들어놓고 조종동작을 시키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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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관찰한다. 전문가는 운전자의 습관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 

하여 운전동작에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모든 조종간에 손이 잘 미치는지， 모든 

계기가 잘 보이는지， 장비 주변상황이 잘 보이는지， 장비에 오르고 내리기가 

불편하지 않은지， 인간이 조작하기에 편리하게 잘 설계된 것인지 등을 관찰한 

다. 실물크기 모형제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축소판 마네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역시 실물크기 실험을 대신할 정도는 못된다. 

Fig. 3-4. Graphic illustration of the result of a link 

analysis of a roof bol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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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발달로 최근에는 운전작업대 설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없
 다 

부
 
’ 대

 
” 군대에서 개발되었다. 미 광무국 

(USBM)에서도 해군의 비행기 개발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갱내장 

비 설계에 이용하였다. 광무국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CAP-Crewstation 

Analysis Program)은 장비 제작사나 광산이 새 제품을 제작하거나 기존 장비 

를 평가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 CAP의 사용으로 설계자는 운전작업대(조종 

간， 의자， 눈의 위치， 시정선， 머리위 공백)의 3차원적 공간을 정할 수 있으며 

표본적 인 사람이나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치수를 정할 수 있다. 

CAP분석에는 표본 체형이 요구되며 여러 사람의 설제 체형 측정에 의해 

구해지거나 표준치 또는 통계 등에 의해 구할 수 있다. 표본체형의 외형 측정 

값은 그림 3-5와 같은 3차원적 마네컨으로 만들어져 이용된다. 이와 같은 프 

로그램들은 광산장비 제작 시 human factor적인 면을 감안할 수 있게 해주어 

설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사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 5단계 : 활용성 제 고방법 (Facilitator) 설 계 

5단계에서는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예를 

틀면，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 

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을 설정하던가 또한 설명서나 사용방법， 훈련 등의 필 

요성을 파악하여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o 6단계 : 시 험 (Testing) 

시스템 설계의 최종단계는 시험이다. 시스템 설계란 1단계에서 설정한 시 

스템의 목적 달성이 보장되는지， 예기하지 않았던 역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시 

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완성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시험은 

interface와 facilitator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없이 시스템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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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ree-dimensiona1 rnanikin produced by CAP based on 

externa1 anthroφrnetric rneasurernent inputs 

성을 기다리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개발과정에서 문제점이 빨리 발견될 수 

록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적어진다. 

처음에 시험은 실험실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시험은 우선적으로 예상했 

던 대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Hurnan factor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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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인간의 작업성적 측면과 interface 설계 상 문제점이 없는 지를 평가 

한다.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은 자연환경에서 실제로 시험된다. Human factor 

젠문가들은 시스템의 작동과 유지보수， 목표로 하는 자료수집 양식 및 조사， 

시스템 설계 상 human factor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관찰한다. 

셜계와 현장시험 준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순히 새 시스템을 광산 

에 투입하고 6개월 후 의견을 듣는 것은 시스템을 못쓰고 말게 되는 것이다. 

시험 담당자들은 장비 작동과 시험의 목적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하며 

이들은 긴밀히 협조하여 팀원을 이루어야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 

야한다. 그리고 설계팀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드렬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시 

스템의 시험단계는 시스템 설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한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다.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광산에서 시스템음 개발하는 과정은 이상에서 언 

급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스템의 목적 정의，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분석 작업의 생산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설계， 현지 시험 

등 모든 과정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시스램 설계에서 간과 돼서는 않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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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언간의 능력과 한계(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제3장에서는 인간-hardware 환경 시스템에 대하여 다루었다. 인간은 정보 

를 입수하고 분석하여 행동에 옮기는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 설명되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4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 

다. 정보입수-분석-행동이라는 인간의 기능에 추가해서 해부학적， 생물학적 

특성 또한 인간의 한계와 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좌우하는 요 

소가 된다. 

4-1. 광부란 어 떤 사람들언가? 

오늘날의 광부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 문헌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더러 

있는 문헌의 일관된 경향은 광부란 광산의 노동력의 일부이며 계속하여 변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경향은 미국의 광부 연령이 점점 젊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향은 신입 광부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회사는 나이든 광부 

들의 선택을 위한 풀제를 이전만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젊은 

광부들은 이전에 비하여 학력이 높다. 최소한 3/4 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 

력을 소유하고 있다. 여성광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점 젊어지 

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구성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앞으로 장비 개 

발하는데 참고가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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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 수선자로서의 인간 

사람들은 주변환경의 여러 가지 정보를 그들의 감각 기관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을 통하여 입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천적인 한계와 

특성을 갖고있다. 

1) 시각 

눈의 구조를 간단히 표시하면 그림 4-1 과 같다. 빛은 투명한 각막(comea) 

을 통과한 다음 水樣、被(aqueous humor)이라고 하는 액체를 통과해서 눈으로 

들어간다. 다음에 홍채 üris) 에 붙어있는 근육에 의해 크기가 조절되는 睡孔

(pupi1)을 통과한다. 이 홍채는 눈의 일부분으로 독특한 색음 나타낸다(푸른 

색， 갈색 등). 동공은 눈동자 가운데에 검은 점이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여 동공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동공으로 들어간 

빚은 렌스에서 굴절되어 안구 뒤쪽에 있는 망막(retina)에 초점을 맞춘다. 

가. 원근조절(Accommodation) 

렌즈는 여러 가지 거리의 물체에 대하여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두 

께가 가변적이다. 이러한 초점조절은 렌즈에 붙어있는 작은 솜털모양(ciliary) 

근육에 의해 자동 조절된다. 먼 거리 물체를 볼 때는 근육은 렌즈를 늘려서 

앓게 한다. 이와 같은 초점변화 과정을 원근조절( accommodation)이라 한다. 

각 개인은 각각의 원근조절 영역을 갖고 있다. 즉， 눈은 주어진 한계 거리 

안에서 물체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선명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단 거리 

를 근점 (near point) , 반대로 가장 먼 거리를 원점 (far point)이라 한다. 나이 

가 들수록 렌즈의 탄력이 쇠퇴하여 이러한 원근 조절능력이 나빠진다. 근점이 

점점 멀어지고 원점은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Grandjean의 연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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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평균 근점은 다음과 같다. 

16 세 ; 3.2 인치 (&m) 

32 세 ; 4.9 인 치 (l2cm) 

44 세 ; 9.8 인 치 (25cm) 

50 세 ; 19.7 인 치 (5Ocm) 

60 세 ; 39.4 인치 (l00cm) 

조도는 원근 조절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밝기가 부족하면 

원점은 짧아지고 근점은 멀어져 원근조절 범위는 좁아진다. 원근 조절의 속도 

와 정확도가 떨어진다. 명암도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이다. 물체가 배경에 대하 

여 잘 드러나면 원근 조절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이 멀리에서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고 깨끗 

하게 하여야하며 명암이 뚜렷하게 써야한다. 

망막은 시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망막은 cones 과 rods 라는 두 개의 

광인식 수신자로 되어있다. 망막의 중심부 광학적 축상에 위치한 fovea라는 

곳에는 6백만 내지 7백만 개의 cone이 밀집되어 었다. 이곳이 시각의 최대 해 

상 영역이다. cone은 비교적 밝은 빛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주간에 이용된다. 

또한 cone은 여러 가지 다른 색깔에 민감하여 색깔 구분을 하게 한다. 

Fovea 바깥쪽은 cone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rod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 

한다. Rod도 cone만큼 빛에 민감하지만 미세한 차이， 형체， 색깔 등을 잘 감지 

하지 못한다. 이들은 부족한 조명 하에서 시각 수신자 역할을 한다. 

나. 적 용(Adaptation) 

조도가 변함에 따라 rod와 cone은 밝기의 변화에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적용이라 한다. 밝기가 어두워지면 빛에 대한 감도는 높아진다. 어두 

움에 대한 적응은 비교적 긴 시간을 요한다. 밝은 일광에 있다가 어두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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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갈 때 부분적 적응 시간은 5-10분，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의 시간은 

30-60 분이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좋은 시각을 확보할 때까지는 충분 

한 시간이 있어야한다. 

밝은 곳에서의 적응은 어두운 곳에서의 적응보다 시간이 짧게 걸린다. 망 

막의 초기 감도 저하 80% 는 0.05초안에 일어나며， 완전히 적웅하는데는 1-2 

분이 걸린다. 이러한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이 있을 때 눈은 그 밝은 

빛에 적용하려고 하며 어두운 배경을 보기 위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 다른 한가지 현상은 밝기 변화시 발생되는 색깔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밝은 곳에서는 눈은 녹색과 황록색에 가장 민감하다. 그러나 벚이 어두워지 

면 청록색애 더 민감해친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소방차 색깔음 붉은 책 

대선 녹잭 계통음 많이 사용하고 었다. 

Lens 

Pupit 

Cornea 

Ciliary muscle 

Scleratic coat 
(sclera) 

l 
;、

Choroid coat 
(choroid membrane) 

Re’ina 

Fovea 

Fig. 4-1. Diagram of the eye 

다. 시정(시계) 

시정은 머리를 그대로 둔 채 두 눈으로 보이는 범위를 말한다. 그림 

4-2 는 시정과 눈만 움직일 때， 머리만 움직일 때， 두 가지 다 움직일 때의 상 

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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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Field of vision and effect of eye and head rotation 

이 그림은 그림 4-3 에 설명된 시각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그림 4-3 은 

역시 여러 가지 거리에서의 물체 대한 시각 계산 방법을 보여주고 었다. 같은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물체는 더 커야한다. 장비 

설계시 머리를 많이 돌리지 않고도 각종 계기판의 정보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머리와 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범위는 망막의 foveal 

reglOn과 같은 시각의 1분이다. 이 범위 밖에서는 물체는 흐릿하고 선명치 못 

하다. 중간 부분에서 이동 또는 변화되는 명암 및 밝기가 감지된다. 바깥 영역 

의 물체는 움직이던가 깜빡여야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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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iec• 
Visualan91e 

學뿔二짧짧(L) 

To compute ongles up to 100 (600’ ) : 

_ 13.438).(L) Visuo I ongle = ，~. '0 

L ond 0 must be meosured in the some 
units, i. e., inches, centimeters, etc.) 

Fig. 4-3. lllustration of the concept of visual angle 

라. 시 력 (Visual acuity) 

시력이란 물체의 자세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실제로 몇 가지 형태의 시력이 있다. 

수
 

’ 볼
 

있는 능력을 말한다. 

Minimum separable acuity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목표물의 부분간의 최소 간격을 대상으로 한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여러 가지 문자나 “E"자 들로 된 표준 차트에 의해 

검사된다. 

V emier acuity 

낙차가 없다면 한 선을 이루는 한 선과 다른 선의 수평 낙차를 감지할 

수 있는 가를 대상으로 한다. 

Minimum perceptible acuity 

점을 인식하는가를 대상으로 한다. 

Stereoscopic acuity 

눈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가를 대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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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든 시력은 목표물이 시정의 외곽으로 갈수록 불량해진다. 조도와 

명암이 밝아질수록 시력은 좋게 된다. 조명과 명암이 좋은 상태에서 기준 점 

으로서 정상적인 최소 분별시력 (minimum separable acuity)은 시각의 1‘ 이다. 

마. 이동의 감지 

사물의 움직임(이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감지된다. 첫째는 움직이는 물 

체를 눈동자가 따라가면서 보는 방법과 둘째는 눈동자는 고정시킨 채 눈 자체 

가 이동하면서 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일 때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어 물 

체의 이동은 망막을 건너 지나간다. 이 때 정상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최저감 

지속도는(movement threshold) 초당 호의 1‘ 2‘ 이다. 이 최저감지속도는 시 

정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있을 때는 10배정도 감소될 수 있다. 이 사설은 

갱내나 야간의 노천광산에서 고정된 물체가 안 보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개인용 안전등 이외에 보조조명을 할 때의 효과에 대하여 Martin 과 

Graveling 등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5룩스의 배경 조명만으로도 감지 각도가 

향상되었다. 그림 4-4는 시험결과의 요약이다. 얀전등 이외의 배경 조명으로 9 

도의 감지각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50ft 거리에서 5ft의 시정이 더 넓어 졌다 

는 의미이다. 

2) 청각 

소리 또는 음(sound)은 어떤 원인물질의 진동에서 발생된다. 진동은 공기 

분자를 전후로 움직이게 하여 공기의 압력을 증감시킨다. 음파(sound wave) 

는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원형의 물결과 흡사하며 귀의 청각 기능 

을 통하여 감지된다. 그림 4-5 는 귀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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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εAN PERIPHERAL DETECTION ANGLE , deg 

Fig 4-4. Effect of cap larnp and background illumination on detection 

of moving objects in the periphery of the visua1 field 

Oval window 

Inner eor Audi• ory 
nerve 

Cochlea 

Fig. 4-5. I1lustration of principa1 structures of the ear 

가. 음의 위치파악 

인간의 귀는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오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종 

류의 정보는 작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기관차가 어느 방향에서 달 

려오고 있는지， 천장의 붕괴 음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등을 아는 일은 작업자 

의 생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귀가 소리의 위치를 판단하는데는 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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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오는 음의 도착시간 및 음의 강도 차이가 이용된다. 음이 작업자의 좌우 

에 있을 때는 비교적- 음의 위치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만 머리를 고정하고있는 

상태에서 전후， 상하의 위치 파악은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음의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머리의 자유로운 회전으로 음의 위치를 양 귀의 연결 축상， 즉 작 

업자의 좌우에 위치시키는 것이 때우 중요하다- 음이 한쪽 귀에는 전달되 

지 않을 때 음의 위치 파악은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운전석의 한쪽 창문 유 

리는 내리고 다른 한쪽은 닫혀 었다면 정확한 음의 위치 파악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작업자의 양쪽 귀의 청력이 다른 경우도 물론 음의 위치 파악이 어렵 

게 된다. 

나. 음색과 강약(tone and loudness) 

실제 작업장에서 음색 (tone; 실제는 주파수)과 loudness(음의 세기)의 차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천장에서 나는 소리의 음색과 강약은 천반 붕락 

의 경보가 될 수 있다. 엔진 소리는 엔진의 고장 여부를 알릴 수 있다. 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의 

음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구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가지 음 

밖에 없어서 절대적인 평가로 구별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점은 한 음을 먼저 

들었던 기억 속의 음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작업장 

에서 작업자들은 음색이나 음의 세기를 절대적 평가에 의해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6년 miller는 소위 “요술 숫자 7 ::t 2"를 발표한바 었다. 

즉， 언간이 얼차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음의 종류는 5 내지 9 단계라는 

것이다. 

다. 차폐 (mas퍼ng) 

귀가 갖는 제일 큰 한계는 잡음이 많은 환경 하에서 신호를 인식할 수 없 

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선호가 잡음애 의해 차폐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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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령과 청력의 영향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진다. 그 영향은 낮은 주파수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4-6은 1300여명의 광원을 대상으 

로 조사한 연령별 청력장애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 

각의 손실은 주로 3kHz(3,OOOHz) 이상에서 크게 나타난다. 보통 사람들의 말 

이 이 3000Hz이상의 주파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소음은 이러한 노령자의 청력 저하에 더 어려움을 

주게된다. 이러한 경향은 광원이거나 일반인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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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hanges in hearing sensitivity with age 

for 1320 miners(NI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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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각(Smel1) 

광산에서 후각은 화학물질의 유출， 위험한 가스나 매연， 화재연기 등을 감 

지하는 역할을 한다. 후각도 단일 냄새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보통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약 15 - 32 종류라고 한다. 냄째의 강도측 

면에서는 4가지 정도밖에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잠깐 동안의 냄새로는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의 많은 금속광산에 

서는 광훤들에게 경고를 하는 방법으로 냄새를 통기계통에 불어넣는 방법 

(Stench system)을 사용하고 었다-

4-3. 정보 처리장치로서의 연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즉， 

(1) 기 억 (Memory) 정 보를 저 장하는 기 능 

(2) 의사결정 (Decision m와선ng) 여 러 가지 대 안을 분석 하여 그중 하 

나를 결정하는 기능 

(3) 집중(Attention) 환경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원에 대한 집중 

능
 

기
 

1) 기억 

인간의 기억은 개념적으로 일상기억 (working memory)과 장기기억(long 

term memory)으로 대별된다. 일상기억은 감각기능을 통하여 입수된 정보를 

분류하여 저장한다. 일상기억의 특정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곧 지워져서 이 

기억을 기준으로 하는 조작은 잘못 될 수 있다. 이러한 일상기억의 취약성은 

다음의 실험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작업자에게 예를 들어 834라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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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3씩 감하여 숫자를 세어가면서 아무 글자나(예; ZBL) 제시하고 기억 

하라고 하고 약 20초후에 그 글자를 기억해 내라고 하면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숫자를 세는 일 때문에 글자를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도 한가지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다른 지시를 받으면 먼저 지시를 잊어버리게된다. 먼저 지시를 

기억하고 저장해 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장기억은 또한 정보를 보존(hold)하는데 한계가 었다. 정보보존 능력 

은 일반적으로 7 더하기 넥기 2가지(즉， 5 - 9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람들은 5 - 9 가지의 숫자， 5-

9가지의 단어， 5 - 9가지의 문장만을 보존할 수 었다. 

숫자나 말을 어떤 뭇을 갖는 묶음으로 묶어놓으면 좀더 잘 기억보존 될 수 

었다. 예를 들어 FB-I]F-KTV라고 했을 때보다는 FBI-]FK-TV라고 하면 더 

쉽게 기억된다. 그리고 숫자의 경우 3 내지 5개 정도씩 묶어 놓을 때가 가장 

기억하기 쉽다. 예를 들면 8-344132-12 보다는 잃4-431-212가 더 쉽게 기억보 

존 된다. 어떤 일은 계속 얼어나는 사항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운 

전자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해야하며 운전자는 그 전체 

를 연결해서 기억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장비 운전은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연속기억업무(Running memory task)라고 한다. 운전자보고 최 

종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는 지 시험해보면 그 한도는 5 내지 7 가지 이하이 

며 어떤 때는 2가지 정도일 때가 많다. 사고 경위를 추적하려고 하면 운전자 

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장기 기억은 광범위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 어떤 컴퓨터도 보통 성인이 

장기 기억하는 만큼 기억하지는 못한다. 장기 기억은 우선 일상 기억으로 번 

호 매검이나 정리되어 저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관심이 집중되어야한 

다. 

정보의 번호 매김이나 정리는 장기 기억능력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l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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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는 한가지 기억 법은 연속적인 사안에 대한 리스트를 기억하는 데 

에 유용하다. 이 방법의 착상은 항목을 기억 속의 특별한 지도에 부착하는 것 

이다. 첫째 단계로 매일 이루어지는 행동의 순서를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근 과정이다. 즉， 머리속지도(mental map)를 그리고 마음속에 위치를 정해 

둔다. 정문， 주차， 탈의실， 등등 .... 다음 단계는 기억하고자하는 것을 마음속의 

지도중 한 위치에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항목을 기억하고 싶으면 마 

음속의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면 쉽게 기억이 되살아난다. 실제로 이 

방법은 장기 기억에 큰 효과가 있다. 

2)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 평가한 후 한가지 행동 방 

향을 결정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정보의 탐색， 결과의 예측， 결과 

에 대한 가치부여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항상 합리적인 

결정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편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람들은 초기에 나타난 정황이나 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다음에 나 

타난 정보에는 적은 비중을 둔다.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의 정보를 찾아내지 못한다. 

(3) 한가지 또는 다른 것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최대한 평가되지도 않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만큼 신뢰하지도 않는다. 

(4) 사람들은 정보가 많을수록 더 믿지만 실제로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계의 기능불량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진단 내용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 

(5)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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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들은 정보의 선뢰도가 같지 않은데도 모든 정보가 다 같은 정도의 

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7) 사람들은 동시에 3-4 가지 진단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8) 사람들은 일시에 몇 가지 결정적인 속성에만 관심을 두고 가능성 있는 

속성 중 가장 순위가 높은 2-4가지의 가능한 선택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9) 사람들은 행동방향의 선택을 결정해주는 정보를 찾고， 선택된 행동의 

결과와 반대가 될 수 있는 정보나 시험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10) 큰 결과를 낼 때 손실 가능성이 보이며 따라서 같은 정도의 결과를 

낼 때 보다 의사결정 습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11) 사람들은 약간의 부정적 결과보다는 약간의 긍정적 결과를 더 믿으나， 

아주 긍정적인 결과는 약간의 부정적인 결과보다 덜 믿는다. 

(12) 사람들은 보통의 부정적인 것보다 아주 부정적인 결과는 잘 믿지 않 

으려 한다. 

이상의 편견들은 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좀더 빨리 일을 하려고 하 

는지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되고있다. 

3) 집중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중(attention)은 서로 다른 두 가 

지 방법으로 이용된다. 

첫째는 여러 가지 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탐조등으로서의 집중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가지 사항에는 집중을 하고 다른 사안들은 지나쳐 버리는 

데 이런 것을 초점집중(focused attention)이라 한다. 다른 한 형태는 여러 사 

안들에 동시에 집중하는 경우로 분할집중(divided attention)이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즉， 중요한 항목이 집중되지 않고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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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버릴 수 있다. 산만한 집중은 불규칙적인 사항들이 나타날 때 일어나며， 

모든 것이 다 집중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는 수가 있다. 

긴장상태에 있거나 비상사태와 같은 자극상태에 있을 때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되고 다른 요소들은 지나쳐버리게 된다. 

집중이 깨지는 일은 주로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일어난다. 이러 

한 상황을 지루한 작업 (vigilance task)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석에서 

게이지나 숫자를 들여다보며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같은 것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신호나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기 쉽게된다. 이렇게 지루한 작업얘 

서 정계섬이 멸어지는 현상은 최초 30분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간과현상은 작업자가 피로하거나 환경이 고온다습 하던가할 때 더 

섬하게 냐타난다. 노천광산의 트럭 운전 작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었 

다. 적재-운반-하차라는 반복작업이 원형 도로 안에서 계속되는 지루한 작업 

이다. 이렇게 경계심이 해이한 상태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경우는 하냐의 자원으로서의 집중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른 정신적 작업을 위해 어느 만큼 

의 개개인의 한정된 자원을 요구하게된다. 일시에 한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 

행할 때(분할집중)는 한가지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자 

원으로서의 집중은 일상기억에 정보를 기억시키는 것과， 환경적 바탕에서 정 

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신적 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 

점에서 집중은 모든 정보처리 기능을 한데 묶는 접착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일이 비슷할 수록 같은 자원에 대해 더 경쟁적이 되고 

상호 간섭이 더 커지게 된다. 한가지 메시지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두 가지 메시지를 입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임무가 어려울수 

록 자원은 더 필요하게 되며，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은 효율이 더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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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트롤리 운전 공은 직선인 선로 상에서는 운전하면서 어렵지 않게 통제 

실과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차로， 분기점 또는 위험한 선로를 지날 때 

는 통화는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정선적인 작업부담(mental workload)이란 사용할 수 있는 집중에 필요한 

자원(attentional resources)들 사이의 차이와 수행된 작업에 의해 이러한 자 

원에 부과된 요구와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능력이 저하하거나 

업무의 요구가 증가하면 정선적 작업부담은 증가한다. 정선적 작업부담 대책 

에 대해서는 작업부담의 주관적 평가 신체적인 대책 작업수행 대책 등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작업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한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4-4. 행위자로서의 인간 

인간이 외부자극(stimuli)에 대응하여 반응할 때 그들은 그 반응의 속도와 

정확성에 관심을 갖게된다. 반응 시간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즉， 반응 

시간(response time)과 행동시간(movement time)이다. 반응시간은 외부 자극 

이 일어난 때부터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며， 행동시간은 반응이 시작 

되어 반응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다. 예를 들면 한 어떤 사람이 차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외부자극이 된다. 운전자는 이 자극을 감지 

하고 정보를 처리하여 핸들을 돌리던지 브레이크를 밟던지 대응방안을 선택해 

야한다. 이러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반응시간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운전자 

는 발을 들어올려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발 

을 들어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을 행동시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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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웅시간 

반웅시간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반응시간은 다시 세 가지 성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즉， 자극의 입수시 

간， 처리시간， 대응책 선태시간 등이다. 광부들의 벚에 대한 평균 반용시간온 

'0.259초였다. 그러나 설제 작업상황에서는 안전율을 감안하여 이 숫자의 10 

배 정도는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1) 외 부자극 입 수시 간(stimulus reception time) 

자극을 입수하는 시간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기능에 좌우되지만 주로 

자극의 강도에 크게 좌우된다. 

대체적으로 감각기능별 반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청각이나 촉각에 의한 반용시간 ; 0.15 초 

- 시각이나 온도얘 의한 반용시간 ; 0.2 초 

- 냄새애 의한 반용시간 ; 0.5 초 

- 고통이나 짐에 의한 반용시간 ; 1.0 초 

시각적 자극일 때는 시정의 위치가 반응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극이 시정의 중심선상에 있을 때가 시정의 외곽에 있을 때보다 반응 

시간이 짧다. 시각적 자극은 규모가 크거나， 밝기가 밝거나， 명암이 뚜렷하거 

나， 시간이 길거나 할 때 반응시간은 짧아진다. 깜박등은 연속조명보다 반응시 

간이 짧다. 

(2) 처 리 시 간(processing time) 

일단 자극이 업수되면 처리되어 반을 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처리시간을 좌우하는 주 요소는 자극의 불확실성 (tempora1 

uncertainty) 이다. 즉， 사람이 자극이 언제 일어날지를 안다면 반웅시간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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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제동시간에 대한 연구결과 예기된 자극이었을 때 

는 0.54초였는데 비하여 예기치 않은 자극일 때는 0.73초였다. 처리시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이 집중에 펼요한 자원을 요하는 다른 임 

무를 병행하고 있는가 이다. 한 연구에서 전철을 운전하면서 사정 주변에서 

발하는 경고등을 보고 반용하는 시간은 2.5초였다고 한다. 이 숫자는 

Surnma1a 가 연구했던 도로변의 경고등에 의한 핸들 조작 반응 시간과 매우 

비슷하였다. 도로상에서 평균 반응시간은 등이 켜진 후 핸들조작 시작까지 2 

초， 핸들조작 도중까지 2.5초， 완전 조작까지 3초였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경고둥 절계시 반용시간은 최소 3초 이상으로 첼계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광산 트럭이 30krnJhr 속도로 달리면 3초간에 25m를 달린다. 

(3) 대 응방법 선 택 시 간(response selection time) 

외부자극이 일단 인간의 머리 속에서 처리되면 적절한 대응방안이 결정 되 

어야한다. 가능한 대응책이 많을수록 시간은 더 걸린다. 그림 4-7은 한 연구 

결과로써 가능한 대응책의 수에 따른 반응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2) 행동시간 

행동시간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이동거리， 방향 및 이동의 유형， 하중， 

마지막 행동단계의 행동의 유형 등이다. 대부분의 조작에 있어서 최소 행동 

시간은 0.3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에다 최소 반응시간 0.2 초를 더 

하면 최 소 행 위 시 간(activation time response time + movement time)은 약 

0.5초가 된다. 얼반적으로 손의 수평적 이동시간이 수직적 이동시간보다 

와르며， 계속적언 곡션운동이 단속적이 방향전환 보다 빠르다. 얼반적으로 

손에 의한 조작이 발에 의한 조작보다 20% 정도 빠르며， 오른손잡아얼 경 

우 오른손이 왼손보다 3% 정도 빠트다. 왼손잡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속도가 연계된 장비의 조작장치 절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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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동의 정 확성 (Movement accuracy) 

이동， 계속적인 맞추는 었다. 즉， 위치를 이동이 종류의 

이동， 반복적인 이동 등이다. 

가지 세 이동에는 

(1) 위 치 맞추기 (positioning rnovernents) 

프E .. 것을 말한다. 이동시키는 위치로 다른 도달하거나 물체를 어떤 위치에 

밝혀졌다. 때 가장 정확한 것으로 위치시킬 끝에 막다른 있고 표가 정면에 

이하일 때가 어깨높이 상부에 있을 때보다 정확도가 그리고 목표가 어깨 높이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위치를 맞추게 되 높아진다. 광산 현장에서는 주로 

이하에 설 대로 운전자의 정면 어깨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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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작봉은 될 수 

좋다. 

어있기 때문에 

치하는 것이 



(2) 계 속 적 이 동Ccontinuous movements) 

계속적 이동에서는 백지 위에 션을 뭇는 것과 같이 이동하는 동안 계속적 

으로 정확성을 유지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손을 상하， 좌 

우로 움직얼 때보다 전후로 움직일 때가 손의 흔들렴이 훨씬 큰 것으로 밝 

혀졌다. 

(3) 반복적 이동(repetitive movements) 

반복적 이동은 같은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중간 중간에 멈춤이 필요하며 계속적인 리듬을 맞추기가 힘들 다는 것이다. 

4-5. 해부학적 특성 (Anatomical characteristics) 

사람들은 각각 체격이 서로 다르다. 사람의 체격 치수를 측정하는 과학을 

anthropometry(인체측정학)라 한다. 작업장의 작업공간이나 장비를 설계하기 

위하여 이 인체측정 결과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인체측정자료는 인체의 치 

수 뿐 아니라 운동범위도 포함된다. 기본적인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기본 개념과 자료 사용의 몇 가지 제한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백분위 수(Percentiles) 

신체측정 자료는 대부분 백분위 수로 표시되는데 즉 키가 1.7m 이하인 사 

람이 95%해당자라 함은 전체 대상자 중 95%는 키가 1.7m 이하란 뜻이고， 

1.7m 이상인 사람은 5% 밖에 없다는 뜻이다. 장비나 운전실을 설계 할 때에 

보통 5% 내지 95% 사이의 자료에 의해 설계한다. 5% 이하나 95% 이상에 해 

당하는 자료는 예외적인 자료임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치수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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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설계 치수가 상당히 커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면 5% - 95% 사이 사람들의 키의 차의 범위가 1O.7cm인 반면 

1% -99% 인 사람들의 키 차이의 범위는 15cm 나 된다. 즉， 예외적인 10% 

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앉은키 조정 범위가 43%나 커져야한다. 

2) 평 균적 인 사람에 대 한 오류(Fa11acy of "average" person) 

평균체위 (average size)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실제는 누구든지 한 가 

지 또는 두 가지 치수 이상 평균체위를 갖는 사람은 없다. 전체 선 키가 평균 

인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체가 길고 상체가 짧고 어떤 사람은 반대 인 

경우가 많다. 키가 작은 사람이 팔이 긴 사람， 키는 크면서 팔은 짧은 사람도 

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4，α% 명의 공군 장병에 대한 107t지 신체 치수를 

측정한 결과 107t져 치수 모두가 중위 값으로부터 +30% 이내인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작은 사람이라고 모든 치수가 작은 것은 아니며， 평 

균커의 사람이라고 모든 치수가 평굵치는 아나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모 

든 치수가 가장 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비나 작업실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이 충분히 감안 되어야한다. 첫째로 단순하게 측정치를 더하여 정확한 백 

분위 값을 얻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손끝에서 팔꿈치가지 길이가 5%에 해 

당하는 사람 수와 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길이가 5%에 해당되는 사람 수를 

합한다고 손끝에서 어깨까지의 길이가 5%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개개인의 치수가 설계에 이용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제외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석의 손잡이와 페달을 5%해당 사람들 

이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된다면 그 중에 5% 이상은 손발에 맞지 않을 것이다. 

만약 5%해당 사람과 95%해당 사람에 맞게 설계된다면 그중 50% 이상이 손 

발에 맞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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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측정 값의 또 다른 한계 

인체측정 자료는 정 적 자료(static data)와 동적 자료(dynamic data) 등 

두 가지 등급이 있다. 정적자료는 폼을 곧게 세우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의 측 

정값이다. 그러나 실제작업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 

다. 팔 길이가 정확한 도달거리라고 할 수는 없다. 어깨를 내밀거나 폼통을 

돌려서 도달 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자료만을 가 

지고 운전석 설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동적 자료가 실제 작업 

에서 취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동적 자료는 정적자료같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 

하다. 

실제로 모든 정적 자료는 두꺼운 옷이나， 장화， 장갑 등을 끼고 측정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설계자는 이러한 점도 설계시 고려하여 규격을 늘리 

는 등의 배려를 해야한다. 현재 트럭 운전공， 광부，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직업인들에 대한 통계적 선체측정 자료는 많다. 현재까지는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자료는 군대의 자료다. 서로 다른 직업군(群) 사이에는 신체적으로 체 

계적인 차이가 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광부들은 군인이나 트럭 운전공 

에 비하여 우선 체중이 무겁고 상체， 팔， 다리가 굵다. 그러나 광부들의 일차 

원 치수 즉， 키， 팔， 다리의 길이 등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설계자는 그가 설계하려는 대상 직업군에 가장 가까운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youb(l982) 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설계에 있어서 

군대의 신체측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 대신 직업군의 특성에 따 

른 약간의 보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4) 정적 선체측정 자료 

그림 (appendix A)는 남녀 군인의 정적 신체측정 자료이다. 이 자료를 광산 

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에 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 복장， 안전모， 안 

전등， 자기구명기， 안전장화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앉은키나 선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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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 잡아야하고 복장이나 개인장구를 감안하여 주위 간격도 넓혀야 한다. 

따라서 다음 그림에 있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개략적 기초자료로 간주해야한 

다. 

5) 거 동범 위 (range of movement) 

인체의 유연성에는 한계가 있다. 관절들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 되 

어었다. 팔꿈치는 한쪽 방향으로만 굽혀지지만 어깨는 어떤 방향으로도 회전 

이 가능하다. 그렴 (Appen버x B)은 5% 이상 95% 이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관절의 거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20세 

에 비하여 60세의 거동 범위는 10%정도 감소된다. 

6) 도달범 위 (reach envelope) 

관절운동과 신체 치수에 의해 손발이 닿을 수 있는 도달범위가 정해진다. 

관절운동이나 신체 치수에 더하여 몸 자세 착용한 복장이나 장신구 등에 따 

라 도달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조작장치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 레버식일 때 

는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어있는 버튼 식일 때 보다 도달거리는 5-7cm 가량 

짧아진다. 겨울철 두터운 외투를 입고 지퍼를 올린 상태에서는 도달거리는 

5-7cm 짧아진다. 그림 4-8 대표적인 도달거리를 3 방향에서 표시한 것이다. 

사선 부분은 실제로 여러 동작에서 손이 움직인 범위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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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FRONT SIDE 

Note : Grid lines represent 6 in 

Fig. 4-8. Arm reach envelope for movements using a number 

of hand grasp position 

조작은 팔 외에 다리도 많이 이용된다. 발의 도달거리는 팔보다 훨씬 제한 

적이다. 그림 4-9는 앉은 자세에서 최대 또는 최소한 발이 미칠 수 있는 도 

달 영역이다. 이 자료는 수평의자와 페달에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 

는 가정에서 얻은 자료이다. 만약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면 페달은 의자 기준 

점 (seat reference point)에 더 접근 시켜야한다. 의자 기준점이란 등받이 중 

심선과 좌판 중심선의 교차점이다. 그림 4-9의 그림의 최대면적은 무릎 위와 

아래 다리의 상당한 운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페달을 자주 밟는 것은 피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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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Foot reach envelopes for various type of pedal operation 

7) 혐 의 세 기 (strength) 

최대의 。1 즈; 
M l.一-"‘ T 나1 

E프 근육이 한 방향으로 향해서 물체를 힘의 세기란 어떤 

근육의 힘에 좌우되며 개 개개인의 측정된 힘의 세기는 말한다. 힘 (force)을 

해당자 4-10은 5% 그림 동기나 그에게 지시된 내용에 의해 좌우된다. 인적 

4가지 방향에 대한 팔 힘의 세기 자 5가지 팔 위치에서 들(Fifth percentile) 의 

내리는 가장 세고 올리고 힘이 미는 바와 같이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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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그림에서 

힘이 가장 약하다. 

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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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rm strength Data 

힘의 세기에 대한 자료는 운전자가 낼 수 있는 힘의 범위 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통 

적으로 안전율을 감안하여 5% 해당자의 자료가 설계자료로 이용됨으로써 

95% 해당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힘의 세기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냐이가 20대 중반 내지 20대 후 

반얼 때 가장 험이 세며 그 이후는 서서허 감소한다. 냐이가 65세가 되면 

가장 왕성했던 때에 비하여 75% 정도가 된다. 여성은 얼반적으로 남성보 

다 혐이 약하며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약 66% 정도이다- 정확하게는 

근육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 내지 80% 범위이다. 

어떤 일과 관련된 모든 근육활동은 많은 근육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섬해야한다. 예로 페달을 밟을 때는 발목을 움직이고， 무릎과 엉덩 

이를 뻗어야하는 한편， 골반과 몽통은 의자에 안정시켜야한다. 그림 4-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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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공들에 대한 페달 밟는 힘과 핸들 돌리는 최대 힘의 세기를 수집한 

자료이다. 운전공들이 15초 동안 최대로 힘을 쓰도록 하여 측정한 값이다. 

300 rA 

「
95th percentile 

~ 200 .. 
w 
tQJ: 

오 100 
5 th percentile 

5 th percentile 

5 10 15 
TIME, s 

Fig.4-11. Maximum force exerted on a foot pedal and maximum torque 

applied to 22-in-diameter steering wheel by truck drivers 

8) 견 디 기 (endurance) 

견디기란 힘을 준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최대의 힘의 세기로 견디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하는 힘이 셀수록 견 

디는 시간은 짧아진다. 최대 힘일 경우는 수초 밖에 견딜 수 없지만 최대 힘 

의 25%의 힘일 경우는 수분을 견딜 수 있다. 이 관계는 그럼 4-12에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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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었다. 최대의 힘은 5초 이내에 12 내지 15% 감소되며 5초 이후에는 21%, 

25%로 계속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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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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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Endurance tirne as a function of the force rnaintained 

9) 24시간 리듬(circadian rhvthrns)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근래에 와서 모든 육체적인 존재는 하루종일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 

고 있다는 사실이 수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일 어느 정도 같은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리듬을 24시간리듬(circadian rhythrn) 또는 書間리듬 

(diuma1 rhythrn)이라 한다. 24시간 리듬 중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체온이 

다. 체온은 37도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약 0.5도 범위에서 계속 변화 

한다. 그림 4-13은 대표적인 24시간 리듬인 체온의 변화로 아침 이른 시간에 

최저 체온을 보이고 일을 시작하는 아침시간에 약간 가장 많이 오르고 나머 

지 시간에는 서서히 상승하다가 저녁에는 다시 내려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체학적인 24시간리듬은 체내에서 조절되고 있으나 외부적인 환경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온도리듬은 취침-기상 시간주기가 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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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과 상관 관계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작업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리듬의 

체온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정신작업의 작업능률은 것이다. 단순 ~ -'--

멸어지고 오후에서 저녁시간 까지는 능률 섬야에서 아침 8시까지는 능률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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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대가 된다. 이러한 주기를 보이는 작업에는 사람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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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작업상 많은 기억을 요하는 작업은 아주 다른 1일 중 시간변화 경향을 

기억하는 일 같은 것이 보인다. 이러한 작업에는 책에 있는 물건 이름을 즉시 

초저녁에 가장 떨어지며 능률이 날에 능률은 정상적인 이러한 작업의 있다. 

이러한 사설은 경우와 정반대이다. 

기능을 포함한다. 

낮은 능률을 보인다. 단순한 정신 작업의 

시간은 이러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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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ypica1 circadian rhythm for body tern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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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 리 적 조정 (physiological adjustment) 

사람들의 춰침-기상 시간패턴이 작업교대 등에 의해 바뀌게 되면 24시 

간 라듬은 새로운 시간패턴에 맞추어 조절이 된다. 이러한 조절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체온라듬의 경우는 12일이 결련다- 그러나 정상 

적인 시간패턴언 낮에 연하고 밤에 자는 시간 패턴으로 돌아 갈 때는 1-2 

일이면 조절이 된다. 단순 지각운동과 관련한 생체시간은 조절에 시간이 걸 

리지만 복잡한 정신적 작업은 빠른 시간 내에 조절된다. 

11) 교대작업 (shift work) 

24시간리듬은 작업 수행상 어떤 생체학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교대작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광산에서는 보통 교대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교대작업이 있을 수 있다. 

(1) 계속 동일교대 작업 (permanent) 계속 같은 교대에서 작업 

(2) 빈번 교대작업 (rapidly rotating) 다른 시간대로 변화하기 전에 l교대 

나 2교대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음. 

(3) 장기 교대작업 (slowly rotating) 최소한 1주일 이상에 한번씩 교대 

어떤 교대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파가 있다. 한쪽은 계속 동 

일 교대에서 작업하는 것이 신체조절에 가장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 선체조절을 위해서는 쉬는 날에도 계속 같은 취침-기상 시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학파는 빈번 교대가 리듬의 변화를 생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 낮 교대시간 근무를 하는 작업자틀이 쉬는 날에 

도 정상 곤무일로 되툴리는 계속적인 조절과 재 조절을 하는 것은 전혀 24시 

간리듬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며칠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믿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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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의 단점으로는 

(1) 단순 인식기능에 의한 야간작업은 비능률적이다. 

(2) 잠이 멀리게되어 짧은 기간의 야간 근무 후에는 2， 3일간의 휴식이 요 

구된다. 

만약 야간 작업 내용이 복잡한 기억력과 정신적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경우 

는 동일교대 작업보다 빈번 교대작업의 경우가 더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의 능률은 24시간리듬과 일치하지 하지 않은 때가 제일 

좋기 때문이다. 

광산에서 대부분의 작업은 단순인식 작업이다. 교대작업의 성과분석결과 

운전 중 한눈을 팔아 계기를 잘못 읽거나 경고를 놓치는 경우는 주간 보다 야 

간 작업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런 조건에서는 동일교대작업이 가장 좋다. 

단 작업자들은 쉬는 날에도 같은 취침-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충분한 잠을 자 

야한다. 어떤 전문가도 장기 교대근무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었다. 

교대작업의 주요 폐해는 참의 부족，사회 및 가정생활의 단절，위장장해 

등아다. 이 문제에 대해 다소의 이견도 있지만 잠 부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간근무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교대근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잘 견디는 사람들도 었다.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광산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교대근무의 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대 근무자들은 주간 근무자 

얘 벼하여 장자는 시칸이 25% 짧다고 한다. 그러나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발병률이 높다거냐 하는 근거는 아직 없다. 

이상에서 다룬 방대한 내용은 인간의 작업성과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 

를 소개한 것이며 요점은 부여된 작업이나 엄무가 언간의 능력범위를 념으 

면 인간과질이 증가하고 사고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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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간과질과 사고(Human error 

and accidents) 

5-1. 언간과잘(Human error) 

인간과실은 작업자 과실이라고도 하고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도 인간이며 

그들도 과실을 범할 수 있다. 부적절한 작업방법， 경영정책， 감독 등이 재해 

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원인의 근원은 결국 인간이 

다. 

인간과실이라고 하면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는 듯한 의미가 함축되어있 

다. 인간과실의 원인분석에 있어서 한가지 위험은 인정이나 정서적인 분위기 

로 인해 때때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 인간과실(Human error)은 시스템 중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5-1-1. 언칸과질(Human error)의 정의 

Conway 와 Sanders는 “ Human erro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Human eπor"란 효율성， 안전성 또는 시스템의 성과를 떨어뜨리거나 

멸어뜨렬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의 결정， 또는 

습관을 말한다. 

일본의 광산재해방지협회 Yasuo Otsubo는 Human erro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좀 더 섬도있는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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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과질은 언간의 본성에 그 원언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부주의 또는 방섬에 의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실 

수 또는 과실은 인간의 본성에 원인이 었으며 이러한 설수나 과설을 일반적으 

로 인간과실(human eπor)이라 한다.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는 항상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해， 오판， 오작동 등과 같은 작업자 

들의 여러 유형의 과실은 직접적으로 많은 재해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과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작업자의 오해 오판 오작동 등에 의해 발생 

된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해는 인간의 본성얘 기언하는 연간과 

질애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었다. 

2) 연간은 과질을 범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심리적， 뇌심리학(cerebro-physiology)적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가 

진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이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 알아듣거나， 잘못 이해하 

거나， 잘못 작동하는 일은 어떤 변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을 다분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 

다. 사람의 부주의나 방섬은 여러 가지 과실을 야기 시킨다. 부주의하고 과실 

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인간의 다른 한가지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3) 연간으로써의 연간 특성 

인간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약점을 보여주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인 

간특성 (human characters)이라 한다. 확실한 것은 하나의 사람은 과질을 범 

할 수 았는 많은 결점을 갖고 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어디서나 항 

상 과실을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때때로 사람은 정신적으로 

과실을 범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일 수 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주의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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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올라가서 거의 과실을 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인간은 인 

간만이 갖는 우월성을 갖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특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일반적인 인간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착각(illusion) 

실수， 환시， 잘못 인식， 잘못 들음， 잘못이해 

(2) 부주의 (carelessness) 

무의식，방심，무관심，과선，경솔 

(3) 누 락(omission) 

질러가기， 무시， 피로에 의한 누락 

4) 인간과설이 재해를 유발케 하는 기타 요소 

사람에 의해 일어난 인간과실이라고 항상 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충돌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만이 재해가 발생한다. 보 

통 한사람의 독립적인 인간과실에 의해서는 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작 

업장의 주변환경이나 배후조건 등에는 재해를 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이 

나 요소들이 었다. 이러한 위험조건이나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인간 

과설이 일어나며 이러한 과실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를 일으킨다. 

(1) 인간의 실수 또는 오작동 같은 일은 인간특성의 약점 때문에， 또는 인 

간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발생된다. 그러나 인간과설 또는 오 

작동은 우연하게 다음 (2) (3) 항의 원인과 겹칠 때에 재해로 연결된다. 

(2) 인식 -> 생각 및 판단 -> 결정 -> 지시 -> 행동 과정을 조정하는 인 

간 두뇌의 활동조건과 

(3) 작업자 개인적 요소보다는 불량한 장비， 작업공정의 부정확， 훈련의 미 

흡 등 이면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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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실의 숨은 요소로서는 M 자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4M이 있다. 

a. M없1 

작업장얘서의 인간관계， 안전채얼 의식 

b. Machine 

안전난간， 비상 정지장치 둥 

c. Media 

작업조건，작업방법 

d. Management 

안전관리조직，점검，감독，교육훈련，건강관리 

모든 사람은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부상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특성상 의식의 틈(gap)이 있으 

며 이 틈은 인간으로 하여금 재해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위험한 과정을 단 

절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예지 및 위험에 대한 지적 및 경고를 하기 위한 활동 

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과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합한 이면적 요소들을 피 

해야하며 안전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에 추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실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분류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5-1-2. 인간과질의 l:J 2 
"'i!:" -rr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과실의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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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자 과실 (Operator-induced eπor) 

훈련되고 경험있고 정확한 행동과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를 갖고있는 사람 

의 부정확하거나 무의식적 행위 또는 결정 

(2) 설 계 자 과실 (Designer-induced error) 

장비의 설계， 조립， 설치 및 조작순서 등의 잘못 

(3) 시 스 템 과실 (System-induced error) 

시스템의 종합， 조작관행이나 과정， 관리정책， 선택 및 교육과정들의 결과에 

서 나오는 과실 

이러한 인간과실 분류에서 중요한 점은 많은 작업자과질 중 잘채로 작업 

자과질온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설계 과질이나 시스댐 과설이라는 

사질이다. 

한편 L.W.Rook는 인간과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인간공학적 관점에서의 설계 과실 

(2) 제작상 과실 

(3) 검사의 과실 

(4) 설치 및 유지관리의 과설 

(5) 조작 과설 

(6) 취급 과실 

2) 인 간과실 의 행 위 분류(Action c1assification of human error) 

Swain과 Guttman은 인간과실 행위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1) 누락 과실 (errors of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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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 

(2) 행 위 과실 (errors of commission) 

부정확하게 일을 저지르는 경우 

(3) 순서 바꿈 과실 (sequence errors) 

작업순서를 잘못하는 경우 

(4) 때 놓침 과실(timing errors) 

일을 펼요한 시간보다 먼저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 

3) 인 간과실 의 정 보처 리 모 텔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human error) 

인간과설을 분류하기 위한 정보처리 모델이 사용된다. 이 모델은 입력， 결 

정， 분류의 출력 체계로 되어있다. 출력 요소는 이미 언급한 행위분류와 중복 

된다. 일 예를 들면 표5-1과 같다. 

Table 5-1.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human error 

입 력 (Inputs) . . . . . . . . . . . .감지 (Sensing) 

검 사(Detecting) 

확 인 (Identifying) 

정리 (C어ing) 

분류 (Classifying) 

결 정 (Decisions) . . . . . . . . . . 예 상(Estimating) 

논리적 조정 

(Logica1 manipulation) 

문제 해 결(Problem solving) 

출력 (Outputs) ........... 연결(Ch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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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Omissions) 

삽 입 (Insertions) 

잘봇된 지 시 (Misordering) 

이러한 분류법 사용의 문제점은 같은 대상의 과설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사안들은 때 

에 따라서는 과실 또는 사고의 내용상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적재기 조수가 천장의 부석을 제거하고 있었다. 두 개의 임시 지보가 설치되 

어있는데 큰 암괴가 하나 떨어지면서 임시지주를 파괴하고 광부에게 굴러 떨 

어졌다. 이런 경우 표 5-2에 의해 어떻게 분류 할 것인가? 작업자는 천장을 

확인했는가?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고 분류했는가? 지주의 안정성을 잘못 추 

정했는가? 보는바와 같이 이러한 분류 체계는 과실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 

보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주위환경에 반응하여 그의 욕구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뇌 기능에 관하여 Kunie hashimoto교수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신경기관은 오관이라 하며 외부로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 

를 감지하고 그것을 신호로 바꾸어 신경조직을 통해 이 이것을 뇌로 전달하고 

뇌는 이러한 신호를 받아 그 중에 설행으로 옮겨야 할 것만 가려내어 뇌에 저 

장되어 있는 많은 과거경험 자료와 비교한 후 최선의 대책을 결정하여 행동 

기관으로 보내면 여기서 각 근육에 지시를 하여 작업을 하게된다 이러한 뇌 

의 기능은 다음과 그렴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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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져 , 확언 (perception. confirmation) 
외부정보->정보에 의한 자극 접수 

(outside infonnation - > receiving of stimulation) 

판단， 의사결정 (judgement, decision) 
필요한 사항 선택 기억 -> 판단 및 의사결정 

(selection on memory - > judging and deciding) 

지 시 및 실 행 (Instruction. movement) 
지시 -> 실행 

(msσucting - > moving) 

• 
실 행 후 확언 (confirmation after operation) 

근육으로부터 feed back -> 수정 보완 
(feedback from muscle - > coπection 따ter decision) 

Fig.5-1. Surnrnary of the function of cerebrurn 

뇌의 기능 측면에서 인간과실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5-2와 같다. 

Table 5-2. ClassificatÎon of process of function of cerebrurn 

1.인지 및 
부주의， 간과， 잘못인식， 잘못들음， 잘못 이해 등 

확인 과실 

2. 판단 및 
기억불능， 잘못기억， 잊어버렴， 불충분한 이해， 요점 

이해 불능， 자만으로 단계생략， 신중하지 못한 실행 ， 
결정 과실 

안전의식 부족 등 
인간과실 

균형을 앓어 추락， 힘의 방향 착오， 빠른 기계속도 
3. 조작 및 

를 따라잡지 못함， 동작의 부정확， 자극을 받음， 분 
행동 과실 

노， 불화등 

4. 작업 후 
지연에 의한 조정불능， 태만으로 확인 점검 누락 등 

확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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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과설의 위해 예고 분류(W arning-hazard c1assification of 

human error) 

표 5-3은 인간과실의 정보처리 모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아공의 금광 

에서 사용하고있는 인간과실 조사 분류체계 이다. 이 표는 여러 형태의 인간 

과설의 원인을 나열하고 분류하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류는 작업환경 

에서 예고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일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몇 가지 유용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1) 과실발생 빈도의 집계 정리 

(2) 인간과실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및 기준 

(3) 과실 발생 감소를 위한 직접적 노력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분류방법들은 개략적이었고 과학자나 사용자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좀 더 낳은 인간과실의 원인을 확인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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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Human error c1assification of accidents 

in South African gold mines 

Human error Cause 

조사기법의 부적절 

조사의 누락 

예고의 인식 실패 
시계(視界)의 방해 

훌훌흡의避蘇 

기타 

이상의 복합적 원인 

조사기법의 부적절 

조사의 누락 

시계(視界)의 방해 
예고의 인식 실패 

짧音의避藏 

기타 

이상의 복합적 원인 

부정확한 정보 

훈련 부족 

인식된 예고의 인지불능 경험 부족 

기타 

이상의 복합적 원인 

위해의 과소평가 원인 불명 

인지된 예고의 대웅실패 위해의 과소평가 기타 

간과 또는 부주의 

부적절한 기본작엽 

예고에 대한 비효율적 대응 취지는 좋으나 비효율적 집행 

기타 

이상의 복합적 원인 

부적절한 2차 예고 원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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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언칸과질의 발생 원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과설은 언깐 특성의 약점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얼어난다. 일본의 Kanichi T와‘agl 는 인간과실이 일어나는 원인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부과된 임무 또는 과정의 망각 

(2) 부과된 임무 또는 과정수행의 지연 

(3) 임무의 불성실한 수행 

(4) 순서를 무시한 임무수행 

(5) 불필요한 일의 수행 

여기서는 인간의 특성상 인간과실과 관계가 많은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한다. 

1) 인간 의식의 수준 차(Variation of man ' s consciousness leveD 

(a) 의 식 의 변화 및 저 하(Variation and lowering of consciousness level) 

인간의 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 

람의 의식은 긴장상태에서 이완상태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의 의식 수준이 일이 끝날 때는 점점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뇌 의학 상 의식 수준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상태로 분류된다. 인간의 

의식 상태가 Phase 1, 11, IV 일 때 실수를 일으컬 수 있다. 

Phase 0 : 무의식으로 집중력 없는 행동을 하는 의식 상태이다. 

Phase 1 : 졸리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로 집중력 부족에서 오는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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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기 쉬운 상태. 피곤하거나 일이 단조로울 때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기 쉽 

다. 

(1) 신호를 무시하여 신호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진행함 

(2) 문제점의 점검 및 확인을 무시함 

(3) 취급요령이나 정보를 잊음 

(4) 주의력이 눈앞에 사건에 의해 흡수되어버림 

(5) 감정적이고 난폭한 취급 

Phase 11 집에서 쉬는 것 같은 편안한 의식은 주의가 내적으로만 집중이 

되고 무심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 질수를 저지르기 쉬운 상태이다. 

매일 익숙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Phase III 정상적이고 왕성한 의식으로 집중력이 모든 것을 카바하여 명 

확한 판단으로 일을 끝낼 수 있는 의식상태이다. 

Phase IV 과도하게 긴장되고 흥분된 의식으로 뇌 기능은 활발하지만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의식상태이다. 아무 것도 순리적으로 처리하고 판단 

될 수 없다. 긴장이 잘못 되면 당황하게 되어 연달아 과실을 범할 수 

있는 상태이다. 

(b) 의 식 의 지 나침 (Bypass of consciousness) , 방심 증후군(Absent

mineded syndrom) 

(1) 작업자의 관심이나 욕구가 어떤 다른 일에 집중되면 그 외의 작업 

에는 손발이 무의식중에 움직이게 되어 사고를 낸다. 

(2) 작업자가 가정일， 작업장， 또는 공동체내에서 애로를 겪거나， 분노， 

흥분 등의 상태에 있으면 방심이 야기된다. 의식의 중심에는 다른 일이 자리 

잡고 있어 오판과 오작동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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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력 (attention) 정의의 한계 

(a) 주의력의 범위 

(1) 주의력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끊임없이 변한다. 

(2) 동시에 보고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상 수는 평균 6가지이다. 

그 숫자가 6개를 념으면 주의력이 미치지 못하여 오작동이 유발된다. 

(b) 주의력에 의한 선택 

(1) 사람은 행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자극에는 주의를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자극은 간과한다. 

(2) 어느 순간에 행동에 필요한 자극만 선택함으로 다른 일은 의식치 

않고 지나친다. 

(3)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작업자일수록 펀견 선입견 과신을 하게 되어 

인식착오， 잘못 알아듣거나 간과하는 일이 생긴다. 

(4) 한가지 일에 관섬을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사소한 다른 일은 간 

과하게 된다. 

(c) 주의력의 방향성(시야) 

(1)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200도이다. 그러나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은 이 보다 훨씬 좁다. 

(2) 어떤 물체가 시각 안에 있어도 가장자리나 구석에 있을 때는 간과 

되기 쉽다. 특히 사람이 피곤하거나 긴장하였을 때는 더하다. 

3) 한가지 일에 집중 현상 

(a) 누구든지 한사람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다. 

(b)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다른 일에 주의를 하게 되면 먼젓번 일에 대한 

판단， 행동， 의식은 잠시 중단되어 오판이나 오 작동을 하게 된다. 

4) 인식과 행동개시에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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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람이 외부정보를 인식하여 행동얘 옮기는데 걸려는 시간은 보통 

0.2초이다. 한가지 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하여 적용하는데는 1.3초가 

걸련다. 

(b) 위와 같은 소요 시간은 비상상황에 있거나 새로운 일로 전환한 사람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볼두해 있던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했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웅되지 못하여 올바른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5) 뇌의 정보선택 능력의 한계 

(a) 사람의 오감을 통해 놔얘 압력되는 정보의 수는 1억 -10억 bit/초이 

다. 

(b) 한편 뇌의 처리 능력은 6-8biν초이며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지 못할 때 오판이나 인식 지연을 일으킨다. 

6) 뇌의 계통 단일성 (Single channel of cerbrum) 

(a) 뇌는 단얼 차벨이기 때문에 얼시애 한가지 얼 밖애 처리할 수 없 

다. 

(b) 사람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데 0.2초， 가장 간단한 일이라도 판단하 

는데 0.2초가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없게되어 시간 지 

연에 따른 오판이 발생한다. 

7) 뇌 의 무의 식 습성 (unconscious behavior caused by paleo-cortex of 

cerebrum) 

(a) 인간 습성의 90%는 뇌의 paleo-cortex (구피질: 본능을 지배함)에 의해 

지배되며 본능적-습관적-무의식이다. 

(b) 사람이 현장에서 오감을 통하여 감지한 자료는 숙련자의 경우 자의식 

에 의한 선입견과 확신에 의해 교란된다. 그래서 소중한 현장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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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cortex(신피질: 사고와 판단기능을 함)에 정보로 전달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은 그 일에 볼두되어 의미 없이 손발을 움직인다. 

(c) 선피질을 거쳐서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못한 현장 자료는 의식과 설 

제 조건과 맞지 않는 습관적 습성 사이의 틈에서 무의식적 습성을 야기 시킨 

다. 이러한 습성은 오판과 오작동의 결과를 낳는다. 

8) 생 략과 누락(Shot-cut-like action and leaving out) 

(a) 사람이 피곤해지면 두뇌의 제동 시스템이 행동을 느리게 하여 쉬게 

한다. 

(b) 행동이 느리게되면 누락 눈가림 부주의 등과 같은 생략이나 누락 현 

상이 일어난다. 

9) 착각 및 실수(lllusion 없d mist와(e) 

사람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기란 매우 

어렵다. 정확한 인식범위에는 한계가 었다. 감각기능은 자주 교란되어 설수를 

야기한다. 

감독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 본성으로부터 과실이 발생되 

는 일은 없다. 

인간은 비록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일할 경우라도 우리의 의식을 한 곳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실제로 이용 

- 안정적인 정서 

- 자발적이고 정선적 육체적으로 잘 준비됨 

- 작업지시에 순응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본성적 약점이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히면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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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언칸과잘이 발생하는 때 

인간과질은 인간 본성장의 약점 및 연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된다. 

그러나 한편 재해는 인간특성， 기계， 주변환경 등과 같은 Hurnan factor 가 

서로 잘못 구성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Hurnan 

factor와 Environrnenta1 factor(환경요소)의 상호 관계에서 재해가 발생되는 

사례를 논하기로 한다. 

1) 인간과설을 야기하는 인간의 내면적 요소 

(1) 불만족(Unsatisfaction) 

작업자가 감독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즉， 감독이 독선적이라고 불만을 하 

고 자기 방식이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 일의 의욕이 감퇴되고 자기 기분대로 

일을 하다가 과실을 범한다. 

(2) 매 우 홍분된 감정 (Highly strung feeling) 

다른 사람과 심하게 다투고 난 후 사람의 뇌는 벼정상적으로 홍분되어 

Phase IV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일의 순서를 

빠뜨린다. 한가지 일을 고집하거나 주의력의 범위가 축소되어 오판을 하거나 

오 작동을 하게된다. 

(3) 과도한 욕구(Desire) 

사람이 어떤 욕구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고장난 기계를 빨리 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다(Shrinkage of attention 

range)던가 또는 질러가기 위하여 통행이 금지된 잔디 사면을 가로질러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Misaction)던가 한다. 

(4) 숙련가로 과거의 경험이나 자만섬 때문에 잘못 예상함 

과거에도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실수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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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를 간과 하다가 오인， 오판 오작동을 하게 된다. 

(5) 익숙하고 너무 단조로운 작업 

(a) 작업자가 익숙하고 단조로운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지루하고 편하 

지 못하거나 방심하게 되어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b) 일에 너무나 익숙하고 과선하게되어 필요한 정보나 점검사항 들을 

생략하게 된다. (의식 수준저하， 무의식중의 과실 또는 행위) 

(6) 일에 몰입 주변환경 파악을 못함 

작업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보다 잘 하기 위하여 일에 몰입하는 경향 

이 있어 주변 환경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었다. 이럴 경우 작업의 

각 단계에서 주변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한가지 

일에 집착， 주의력 범위의 축소， 무의식중 행위， Phase II의 상황) 

(7) 비정상적인 섬신상태; 질병， 과로， 수면부족， 과음， 분노， 초조 등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섬선을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의 뇌 기능은 비활동적이 된다. (Phase 

1 & ll) 단조롭고 익숙한 일일수록 잡념이 많아지고 방심하게 되어 점검실수， 

오해， 오 작동 등을 하게된다. 

(8) 나이에 따른 체력저하를 인식 못하고 과신함 

젊은 날의 왕성했던 체력만 믿고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치 

는 경우가 많다. 

(9)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선함 

인간은 작업현장의 조건을 감지한 후 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과 비교 

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초심자들은 두뇌 속에 충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적 

절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어 오판이나 오 작동을 하게된다. 

(10) 잡념 에 사로 사로잡힘 . 

업무 이외의 다른 개인적인 일에 사로잡히거나 정신이 팔리면 오판이나 오 

착동을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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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낙관적 , 피 상적 판단 

자기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쉽게 생각하고 혼자서 하는 경우 등 

이다. 

2) 외부자극 또는 주변의 외부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Human error 

의 예 

(1) 가정불화에 의한 강한 자극 

(2) 상사 또는 동료 사이의 불화 

(3) 이웃과의 관계에 의한 짜증 

(4) 표지나 지시가 불명확함 

(5) 확실한 것이라도 배열이 잘못 된 경우 

(6) 긴급을 요하는 작업 일 때 

(7) 너무 복잡한 작업 

(8) 너무 복잡한 기계나 장비 

(9) 불편하거나 허술한 환경 조건 

(10) 작업 이 중간에 방해될 경우 

5-2. 언간과질 과 사고 

사고의 몇%가 인간과실에 기인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연구되었 

다. 지금까지의 결과얘 의하면 대체로 85%가 인간 과질애 의한 사고라 할 

수 었다. 이 숫자는 Heinlich 가 보험회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은 어디까지를 인간과실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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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하다. 만약 인간은 자신의 과실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은 운전자 과실이 될 것이다. 한편 과실이 예측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 

고 사전에 과실에 대비하여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면 운전자 과실 비 

율은 낮아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고의 인간과실 분류에 의하면 위험한 행위， 위험한 조건， 운전 

자 과실 또는 장비 과실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간단한 분류는 지금까 

지와 같이 많은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분석은 운 

전자 과실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질 

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잘못된 장비설계， 부적절한 사용설명， 경영정책의 등 

이 거론되어왔다. 

인간과실에 의한 사고율에 대한 Comway, Muckler 및 Peay 등의 127R 의 

조사 결과를 보면 4.3% - 90% 까지 변화 폭이 크다. 절반정도는 80% 이상 

으로， 절반은 50% 이하로 보고되었다. Sanders, Shaw 가 조사한 92건의 갱내 

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운전자 과실은 30.5% 뿐이었다. 

Lawrence가 남아연 금광의 405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794건의 과실 

이 인식-판단-반응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결국 모든 사고는 

인간과실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과실의 종류를 표 5-4와 같이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갱내채광에서 발생되는 사고 중 초기 과설이 운전자 콰설언 

경 우는 50%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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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Classification errors and its accident percentage assigned 

Type of error(과실 의 종류) % 

1. Failure to perceive a waming(위 험 감지 설 패 ) 36% 

2. Failure to recognize a perceived waming(감지 된 위 험 의 4% 

인식실패) 

3. Underestimation of hazard(위해의 과소평가) 25% 

4. Failure to respond to a recognized waming( 인 식 된 위 험 의 17% 

대웅실패) 

5. Responded to waming but uneffectively(비효과적 대응) 14% 

6. Inappropriate secondary waming(부적절한 2차 경고) 4% 

Tota1 10ü% 

5-3. 사고원언에 대한 이론(Theories of 

accident causation) 

사고원인에 대한 이론은 학자에 따라 심리적， 사회적 또는 통계적 접근방 

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크게 사고 취약성 이론， 일의 내용과 

작업자 능력 이론 및 심리학적 이론 등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 

(1) 사고 취약성 이론(Accident proneness theory)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이론으로 어떤 사람은 션천적인 생격상 사고 

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같 

은 상태로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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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도 유독 여러 번 반 

복해서 사고를 내고있음을 볼 수 있다. 좀더 세분해 보면 사람별로 특수한 

여건에서 사고를 잘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 러 한 이 론을 사고가능성 이 론(Accident liabilíζ r theory) ç} 한다. 

이러한 이론과 관련된 주요한 요소로 연령 과 경력을 들 수 있으며 그림 

5-2와 같이 연령 및 경력과 중상 사고율의 관계를 볼 수 있다. 10대 및 20대 

초반의 경우 45세 이상에 비하여 사고율이 3배 이상염을 알 수 었다. 

젊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경험 부족보다는 집중력 부족， 기강 

해이， 부주의， 오판， 간과， 충동적 행동 등에 더 많은 원인이 있다고 한다. 한 

편 50-60 대 작업자도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었다. 

그 원인은 감각기능이나 신체기능 등이 쇠퇴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작업 경험도 사고율과 많은 관계가 있다. 사고를 일으킨 질수의 40% 가 

드물게 하는 작업이나 아주 새로운 작업을 할 때 발생했다고 한다. 

감독자의 경우도 사고와 경험은 갚은 관계가 있다.9년간(1973-1981)의 감 

독자 사망사고 분석결과에서 경력 2년 이내인 감독자의 사망자가 31%를 차 

지하였다고 한다. 

(2) 일의 내용과 작업자 능력 이론Oob demand versus worker capability 

theory) 

이 이론도 조금은 앞에 언급된 사고가능성 이론 개념에 들어있다. 간단히 

말해서 일의 내용이 작업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고 가능성은 높 

아진다는 이론이다. 만약 어떤 일이 작업자가 갖고있는 운동기능 이상의 기능 

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사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업경험도 이런 측면에서 생 

각할 수 었다. 즉， 일이 요구하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라면 사고를 일으 

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험이 많으면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사 

고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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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disabling injury rate 

었다. 피로 이론을 뒷받침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피로와 사고의 관계도 이 

주간 작업일수， 가 쌓이면 능력은 떨어진다. 피로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파 。l일 작업시간， 교대시작 후 경과 시간 등과 사고빈도와 관계에서 

악하게 되었다. 

A 
I 윌요일얘는 사고가 적은데 벼하여 Adams, Barlow, Hiddlestone 등은 

근
 

출
 

월요일에는 발표하였다-이유는 요일애 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사질을 

70 또한 휴식을 마치고 작업째개 후 40분 내지 모른다. 낮기 때문일지 률이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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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사이에 사고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도 

역시 70분 후에는 다음 휴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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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Supervisor fatalities in coal mining as a function of 

(a) experience at mine, (b) experience in job c1assification and 

(c) tota1 mining experience 

위 의 보고는 본 이 론을 뒷 받침 하기 는 부족하다. Kephart, Tiffin 등은 어 느 

정도 접근되는 시력을 요하는 작업과 작업자의 시력과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12종의 작업 중 11작업에서 요구되는 시력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진 작업자들의 사고율이 훨씬 낮았다고 한다. 

일의 내용과 작업자 능력 이론과 관계되는 이론으로 스트레스이론의 변형 

이 있다. 이 이론은 작업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또는 양자의 스트래스가 가해 

지면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요점은 스트레스가 걸리면 작 

업자에게는 과부하가 되고 작업내용은 더 어렵게 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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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서， 육체적 스트헤스의 요언은 소음， 어두운 조명， 견디기 어려 

운 온도 둥이며， 정선적 스트래스의 요언은 근섬， 수면부족， 발병， 분노 둥 

이다. 

(3) 섬 리 학적 이 론(Psychologica1 theory) 

심리학적 이론 중 한가지 이론은 목표-자유-경계 (goa1s-freedom-떠ertness) 

이론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주고 작업자에게 자유를 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고분석은 부진한 작업을 예로 다룬다는 이론이다. 기본 아이디어는 

경계의 수준을 높이면 사고는 줄어든다는 것이며 이 경계는 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심리적 분위기 하에서만 효과가 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연구로 광산에서 조직상의 분위기와 사고와의 관 

계에 대해서 Sanders가 최초로 연구를 한 바 있다. 22개 갱내탄광에서 의사결 

정권 이양， 자율권 분산， 경영층의 의견수용， 생산독려， 작업조건 등에 대한 작 

업자들의 인식에 대한 면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 의사결정이 하부로 이양되고 경영층이 융통성 었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려하고 그래서 사기가 높을 때 사고율은 낮아진다. 

b) 사고가 많아질 때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조치 (feedback)를 하고， 종 

업원을 훈련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사고는 줄어든다. 

c) 생산을 독려하면 사고는 증가하고， 이러한 사고증가는 감산을 초래한다. 

이 연구의 근본적인 결론은 조직의 분위기와 경영방식은 재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째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나 물리적 

인 환경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직적인 문제와 경영방식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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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고통계 

숫자는 너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원인별 사고 통계를 내고 서로 비교하고 

장기적인 경향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으며 어떤 요소들이 그 통계숫자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광산들은 나름대로 사고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관련 당 

국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광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집계하여 분석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실하게 파 

악하지는 못한다. 거기다가 때로는 사고 조사 자료가 실제와 같지 않은 경우 

도 많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고의 정의에 따라 집계 내용이 달라진다. 

사고와 부상(accident &띠ury)이 동의 어 라고 할 때 많은 자료를 놓칠 수 

있다. Sanders는 사고 보고과정을 정밀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의 누락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종업원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면 그중 상당 부분은 부상을 초래한다. 이 

때 종업원들은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중상이 

라면 대부분 보고를 하겠지만 가벼운 상처 정도라면 보고를 하지 않음 수 있 

다. 또한 보고가 된 후에도 관리자는 사고조사를 하고 경미한 경우는 자가치 

료를 하던가 임시로 갱외의 한직을 주어 쉬면서 부상이 회복되도록 하여 사고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보고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의 분류방법 

에 흔선이 있을 수 있다. 

1) 광업재해 통계 

광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채광방법상 갱내와 갱외 그리고 생산물에 따라 

석탄， 금속， 비금속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5-4 는 1983년도 미국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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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계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갱내 석탄광 재해가 가장 

며 사망의 경우 전체 사고의 65%, 중상은 70%, 경상은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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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An example of Injury data in USA(1983 ) 

뇨;。 =-

최근의 재해통계를 보아도 역시 석탄광의 사망재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석탄광의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재해 

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원수를 감안하더라도 석탄광의 사망재해는 금 

속. 비금속광에 비하여 약 35%가 높음을 알 수 었다. 

그렴 5-5는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광산 재해 비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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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Number of fa떠ls at underground mines in U.S.A. 

#IR(Incident Rate: fatalities every hundred works) 

Coa1 mine Meta1/ nonmeta1 mine 
Year Number Number 

Fa얹ls I.R. Fatals I.R 
of workers of workers 

1978 143,993 76 .07 33.862 39 .12 

1979 148.925 115 .09 36.092 31 .09 
1980 142,649 102 .08 38.793 24 .07 

1981 137,305 121 .11 39,915 32 .09 
1982 132,875 95 .08 29,410 26 .10 

1983 101,484 54 .06 22,137 14 .08 

1984 105.377 100 .11 19,988 19 .11 

1985 101,012 53 .06 18,177 19 .12 

1986 94,156 60 .07 16.406 10 .07 

1987 85,799 42 .05 16,219 10 .07 

1988 81.969 30 .04 17,603 10 .06 

1989 80,201 46 .06 19,435 11 .06 

1990 82,441 48 .06 18.656 12 .07 

1991 76,375 45 .06 17,244 10 .06 

1992 71.994 40 .06 16.306 7 .05 

1993 64,126 26 .05 15,251 18 .13 

1994 65,359 24 .04 15.918 9 .06 

1995 59,822 26 .05 17,078 7 .05 

1996 56.905 33 .06 16,320 7 .05 

Tota1 1,832,767 1,136 424,81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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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omparison of fata1ity data between U.S. and 

European underground coa1 mines 

비 용(Cost of accidents) 2) 사고 

포함시킬 원가 계산에 요소들을 어떤 복잡하며 매우 사고비용 계산은 

포함 요소들이 다음과 사고비용 계산에는 중요하다. 일이 결정하는 

되어야한다. 

것인가를 

a) 이재자의 개인소득 

보상금 장애 b) 정부나 회사가 지불하는 

c) 사망이나 장애에 따른 각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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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분 

d) 병원 치료비 

e) 사고에 따른 



비용 발생된 f) 사고 조사시 

포함되지 않 등이 손실액 별금， 소송비용， 장비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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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재해빼방 대책 Error에 6 장 Human 재 

재해발생 메커니즘 6-1. 

1) 일상 작업 조건에서 재해발생 메커니즘 

우리는 주어진 작업 조건과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주어진 경영관리체계 

부과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을 한 나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 (8) 
Man sidc 

M‘In-Mind 

Malerial side 

‘
|
1 

잉
『
。
정
그
-
。
그
 

。
:
-
-
-
s

다.(그림6-1) 

- (A) 
Malerial 

DC):rcc ()f c‘’nlrihuli‘’n ___ 

Mechanism of routine work Fig.6-1. 

복합적으로 작용하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재해는 갑자기 

여 발생된다. 

Human error를 재해에 연결시키는 이면적 요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작업자 및 생활환경 (worker and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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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체적 정선적 질환이나 피로 

나) 육체적 부적합성 

다) 개인적인 능력 

라) 의지 부족 

1='1 ?
，""누 

(2) 작업 환경 (Working environment) 

가) 조도， 분진， 소음， 진동 

나) 청결， 정리정돈 

다) 부적합한 작업방법 작엽순서 및 불명확한 지시 

라) 위혐의 사전인식， 안전성 확인 미흡 

마) 표준작업， 비상시 표준작업 미비 

사) 작업시간의 제한， 생산목표 과부하 

(3) 기 계 장비 (Merchinery and equipment) 

가) 발판이나 통로의 안전미비， 조명부족 

나) 불비한 장비， 도구 

다) 개인 안전 장구의 부족이나 미비 

라) 장비 조작방법 표시의 미비 

마) 복잡한 조작볍 

(4) 경 영 관리 시 스템 (Management system) 

가) 등한， 부적절， 불분명한 감독 및 지시 

나) 해이한 법적 제재， 점검 및 규제 

다) 부족한 점검 및 조작， 점검 누락 

라) 규정 위반의 간과， 기강 해이 

마) 비상대비 훈련 부족 

바) 위험 인식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부족 

사) 정보전달 체계의 미비 

아) 부서간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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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나열된 바와 같이 hurnan factor가 재해로 연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L 걱느 
E프 1 었다. 따라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특성에서 기인되는 작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장비， 작업방법， 교육훈련， 회사의 경영방침 동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2) 과거의 보안관리 및 재해예방과 향후 대책 

(1) 물질측면(Materia1 side) 

안전관리의 초기 단계에서는 물질에 큰 비중을 두었었다.(그림 6-2) 

l 
‘ ‘‘ 
Unsafety condition Production Unsafety action 

Fig.6-2. Attribution share of Man-rnateria1 to disaster 

a) 장비， 기계 및 자재류 등이 그림에서 수준(A)로 표시되어 있다. 

b) 안전시스템 미비 

c) 기계의 안전 장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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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과 물질 측면(Interface between man and materia1 

a) 작업 공정 및 작업방법의 표준화 마련 

b) 안전교육실시 

c) 현장 안전교육 

(3) 인간 측면(Man side) 

a) 안전증대에 참여하는 단위 근로자가 증가할 때 인간측면의 범위가 

그림의 (B)수준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 

며 교육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b) 세 가지 빈발재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 특성 에 의 한 human error 

작업자의 의지는 있었으나 방섬에 의해 필요한 순간에 하지 않음 

나. 민감성 부족， 둔함에 의 한 human error 

설제로 위험한 상황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함 

다. 안전 의식의 결여 내지 의지부족에 의한 human error 

방법도 알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웅직이지 않음. 

c) 통계에 의하면 째혜의 70 - 80% 는 인간의 특성 및 정선적인 요 

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해를 예방하려변 인간 특 

성에 의한 human error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d) 전통적으로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 작업자의 의 

식 부족이나 방심으로 인한 사고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작업자의 의식이나 정 

선적 상태와 관계가 있는 사고는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에만 따르는 종전 

의 관리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감소되지 않았다. 

e) 명령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의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안전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한다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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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는다. 실제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3) 착각， 사각지대 및 안전관리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1)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a) 관리자는 모든 명령이나 지시가 작업자들에게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잘못 알고있다. 

b) 관리자는 가치관， 자세， 생활관 등 개인적인 일들을 작업자와 의논해 

도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망셜인다. 

c) 안전지침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을 보아 일대 일로 해 주어야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전조치는 개인적인 요소 

와 환경적 요소가 합쳐 하나의 인간 습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f) 일반적으로 안전이라 하면 작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2) 의지 력 (Volition) 관리 

a) 관리자들은 작업자들에게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면 근로자들이 다 

따라준다고 잘못 믿고 있다. 

b) 많은 일들이 관리자들에 의해 강요되고 있으며 작업자들은 피동적으 

로 하게되고 따라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안 된다. 

c) 교육훈련으로 안전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안전의 중요성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훈련만으로는 작업자들 

의 안전에 대한 결의를 촉발시키지 못한다. 

d) 작업자들과 전방위 접촉을 하지 않고는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작업 

의 동기를 부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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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의 특성 

a) 관리자들은 작업자들이 직업정신으로 작업 중에는 항상 주의를 집중 

하고 긴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이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잘못 믿고 

있다. 

b) 모든 작업자들이 모두 건강한 옴으로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잘못 알 

고 었다. 

c) 재해는 인간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도 해이한 마음이나 방섬 등 부주 

의에 의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는 제3자의 강요에 의해 

감소될 수 없다. 

이러한 재해는 자발적인 활동 또는 팀이나 개인의 자주적인 노력으로만 감 

소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 습성의 두 가지 요소인 개인적 요소와 환 

경적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래 전부터 장비의 개선 작업방법에 대한 집단교육 등으로 환경적 요소 

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만족치 못하며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 측면> 

근로자 전체， 도는 소 그룹별 위해인식 운동， 가족을 포함한 안전운동 등 

자율적 안전운동의 강화 

<개인적 측면> 

인간특성에 의한 인간과실 방지 실시 : 현장에서 1대 1로 지도 : 각자의 인 

생설계에 의한 생활설정 : 개별적인 의지력 자극 및 향상 등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는 안전관리 방법의 증진 

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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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언간특성에 따른 언깐과잘 방지 

6-2-1. 손가락질이나 외침에 의한 위혐의 습관적 

사전언식 

1. 사람은 일에 몰입한다.(인간특성 No.1) 

(1) 일에 몰입되었을 때는 실수가 없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 일속에 몰입하면 의식 상태가 고도로 긴장되고 집 

중되어 자기의 모든 동작뿐 아니라 주변환경을 잘 파악하게 되는 5-1-3 항에 

서 언급된 바 있는 Phase m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일의 전 과 
정을 통해 유지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의 의식 상태는 Phase 1 에서 Phase IV 에 걸쳐 변화하게 된다. 종전 

에는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항상 긴장하라”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하고 

지시했지만 요즘은 연간의 두뇌의 구조 몇 기능장 이러한 얼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여하튼 인간은 어떤 일에 몰입하여 두뇌활동이 최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 

써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게 념긴 경험을 자주하고 있다. 인간의 두뇌활 

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람이 엘에 몰입한다면 99.999% 질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2) 손가락질이나 외침은 사람들을 Phase III 상태로 만든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인간과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려한 

다. 실제로는 모든 동작의 변화 단계마다 지적과 외침을 하는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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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리를 치거나 손가락질을 할 때에 그 자극이 모든 신경계통에 전달되어 

두뇌 작용이 바람직한 Phase rn 상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여야한다. 

a. 의지를 가지고 

b. 실제 점검할 대상물을 선택 

c. 큰 목소리로 

d. 열성적으로 

e. 대상물에 힘차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외침 

실제로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된다. 

(3) 반복적인 손가락질， 외침이 필요함 

이러한 동작에 의한 자극은 15분 내지 20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 사람은 볼입에서 집중으로 전환된다.(인간특성 No.2) 

(1) 사람은 일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만큼 어려울 때에 집중이 잘되는 경향 

이 었다. 한편， 이럴 때에 자기 일 자체에는 집중을 하지만 주변 환경에는 소 

홀하게 되어 인간과실에 의한 재해를 유발하기 쉽게된다. 즉， 오판이나 오 동 

작으로 재해를 일으키기 쉽게된다. 

(2) 놀란 일에 대한 경험발표 

어떤 트럭 운전공이 운전 중 놀란 일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천천히’ 표시가 보여 속도계를 보며 속도를 줄이는 순간 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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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 마침 다른 차나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라는 

말을 하였다. 듣고 있던 다른 운전자들은 ”왼쪽에 건널목 표시가 있었는데 

못 보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 때 감독자는 

사례발표라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두 책을 들고 왼쪽 페지 상단을 집중해 읽으면서 반대편 하단 줄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가 시험해 보라“ 고 하였다. 읽기가 힘들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 

인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러한 현상을 ”한가지에 집중(Concentration on one 

point)“ 또는 ”시야가 좁아짐 (Shrinkage of field of view)“ 현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가끔 한번씩 섬호흡을 하고 자기 일과 주변을 맑은 

정신으로 재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인간은 어떤 일에 몰입된 상태로 일을 하는 경향이 었다.(인간특성 

No.3) 

(1) 인간 본성에 따른 방심 

사람이 어떤 한가지 일에 몰입할 때 작가들은 흔히 “한가지 일에 미쳐버린 

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하간 이러한 상태는 재해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들은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임무를 수행하 

다 보면 방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방섬， 무의식， 또는 망각의 인간적 특 

성이라고 한다. 

맑은 의식과 주변상황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은 재해를 유 

발하기 쉽다. 보통 일상 생활에서 분노 속상함 근섬 걱정 등이 있을 때 사 

람들은 무의식적인 동작을 하게 된다. 

(2) 손가락질， 외침， 남을 부름 등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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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무의식이나 방심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a.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크게 불러서 

인사를 하던가 하면 그는 방심이나 망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이! 

000 별일 없지?" “예! 이상 없습니다 

b. 일하는 사람은 작업의 매 단계마다 큰소리로 손가락질과 외침을 하 

여 방섬을 예방할 수 있다. 즉， “동발을 세웠어!" “부석을 털어 버렸어” “다 

됐다” 

4. 인간 습성의 90%는 무의식적인 것이다(인간특성 No.4) 

(1)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작업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했지만“ 인간 특성이란 관점에 

서는 ”인간은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일을 시작 

하기 전에 사람은 우선 오감으로 작업장 상태를 확인한다. 예상했던 상태로 

안전한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자만심에 빠지거나 일에 너무 익숙하다고 

믿게 되면 작업장 확인을 소홀히 하게된다. 즉 ”됐어.， 괜찮아“ 라고 하는 습 

관에 빠져 결정적인 사고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간과하게되고 오판과 오작동으로 재해를 일으키게된다. 

위험의 사전인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보고， 만짐 ----> 위혐의 사전인식 ----> 판단 ----> 안전조치 

----> 손가락갤 과 외침으로 안전 확인 ----> 작업개시 

(2)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 

작업장에 대한 정보가 뇌의 신피질 (neo-cortex)에 입력되지 않으면 생각하 

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감으로 감지한 자료를 생각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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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질(neo-cortex)이 아니라 직관(ïnstinct)을 하는 구피질(Paleo-cortex)로 보 

내어 습관적인 행위를 하게된다.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 행동이기 때문에 상 

황을 분석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인간 습성의 90% 가 이러한 무의식적 행동에 기언하는 것이다. 

(3) 정보는 한숨 돌린 후에 생각하는 신피질(neo-cortex)로 입력된다. 

위와 같은 90%의 무의식적 습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a. 작업자는 집중이나 방섬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5초 동안 기다 

려 한 숨 돌리는 습관을 길들여한다. 

b. 그러면 입력자료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선피질로 전달되어 손가락 

질과 외침을 통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피질은 0.2 내지 0.3초 

내에 판단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교육이나 개인적인 지도교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특 

히 신입자 및 경험이 일잔한 작업자나 또는 오랜 경험자로 자만하기 쉬운 작 

업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6-2-2. 손가락질이나 외침의 중요성 

일본철도청 노동재해연구소가 손가락질과 외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였다. 적， 황， 청색의 선호등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는 각각 같은 색 

깔의 버튼을 설치하고 어떤 색의 램프가 켜지면 같은 색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시험이었다. 수천 회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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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시험에서는 오작동율은 2.86%였다. 

b. 램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빨간 불이 켜졌음“이라고 외치고 ”빨간 

버튼 누름“ 이라고 외치면서 시험했을 때는 오작동율이 0.8% 였다. 

c. 즉， 손가락질과 외침을 했을 때의 오작동율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1/3 내지 1/3.5 로 감소되 었다. 

우리들은 광업전문인으로써 안전과 작업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않된 

다. 하루 하루의 일과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그 무엇과 

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재해예방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안전에만 신 

경을 쓸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불평이 

다. 재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지식보다는 설 

행력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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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연간과잘 방지 

7-1. 정선적 육체적 불안정온 재해빈도를 높언다.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피로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1) 부과된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2) 작업과정을 생략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3) 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앓는다. 따라서 긴장되고 한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4) 피곤해지고 활력을 잃고 집중력이나 의지력이 상실된다. 

(5)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져서 오인， 간과， 오판， 오작동 등을 야기한다. 

또한 불안정하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는 마음과 몸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 

어 다음과 같은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1) 집안의 아이가 아프다면 작업중 이 일에 신경을 쓰다가 집중력이 떨어 

져 과정을 생략하거나， 중요한 일을 빠뜨리거나 위험을 간과한다. 

(2) 정신상태가 둔해지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느려지며 부자연스럽 

게 된다. 

(3) 종업원이 홍분되면 행동이 어색해지고 위험인식을 못하고， 필요한 공정 

을 빠뜨린다. 

(4) 종업원이 몸이 불편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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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된바와 같이 불안정한 폼과 마음은 정서를 불안하게 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간과， 착각， 방심 위험인식 실패， 무의식적 

동작 및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일등이 확대 되다보면 인간과실을 야기한 

다. 

7-2. 폼과 마음의 불안정 원 인 

7-2-1. 개인과 관련된 원언 

(1) 건강을 돌보지 않아 생기는 질병， 몽과 마음의 과로， 수면 부족 

(2) 과음 숙취 

(3) 걱정， 불안， 분노， 초조， 고민 등에 의한 작업의욕 상실 

(4) 불편한 감정으로 인한 불안한 정서 

(5) 욕구불만에 의한 누적된 실망 좌절 

(6) 동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발휘하지 못함. 

(7) 자신의 작업 능력에 대한 불안 

(8) 비정상적인 심신기능에 의한 불안초조 및 자신감 상설과 노화에 의한 

체력감퇴 

(9) 생활설계가 없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7-2-2. 작업장 및 사화적 환경에 의한 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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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2) 이웃 및 공동체와의 불편한 관계에 의한 초조감 

(3) 작업집단에서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른 소외감 

(4) 단순하고 익숙한 작업일 경우 일에 대한 열성이 부족 

(5) 감독자로부터 소외될 때 작업의욕 상실 

(6)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성과에 대한 격려를 받지 못할 때 상심 

함 

(7) 작업공정이나 장비가 너무 복잡할 때 당황， 짜증， 참지 못하게 된다 

(8) 엉성한 작업공정， 기율， 기능 부족 등 불편한 환경 

(9) 감독자가 명령 불이행자를 내버려둘 때 성실한 사람은 의욕상설 

(10) 소음， 분진， 조명 진동 등 열악한 작업환경 

7-3. 몸과 마음의 불안에 의 한 언깐과잘 

방지대책 

7-3-1. 개인의 자기극복 노력에 의한 언칸과잘 방지 

가. 개인 건강 유지노력 

(1) 섬신의 피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완벽한 수면 

(2) 과음， 과식을 피하여 영양 균형유지 

(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및 휴식 

나. 일을 가기전에 자기자신과 가족의 건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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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정하게 인사하여야함 

(2)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매일 점검 

다. 큰 소리로 질러 감정을 바꿈 

(1) 자기 암시 (autosuggestion)에 의 한 침 체 를 ”나는 상쾌 하다“ 등을 크게 

소리치는 방법으로 두뇌조절(conditioning of cerebrum)을 함으로써 개선함 

라. 위험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크게 소리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마. 일단 멈추고 5초 동안 확인하는 습관이 펼요함. 

7-3-2. 주위 사람에 의한 안내 및 지원 

매일 일터에 도착하면 큰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대답하는 목소리나 톤을 통 

하여 건강조건이나 기분의 좋고 나쁨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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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국내외 광산찌해 분석 

8-1. 국내 광산재해 

1971년부터 1997년까지 26년간의 국내광산 재해통계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광산 수는 1 ，200여 개에서 378개로 1/3로 감소되었고， 총 종업원 

수는 57，142에서 14，543명으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재해 건수 

는 7，295건에서 342건으로 95.3%나 감소되어 인원 수 감소율에 비하여 훨씬 

많이 감소되어 그간의 재해방지 노력이 큰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사망재해는 211명에서 25명으로 88% 감소， 중상은 1 ，846명에서 215명 

으로 88%감소， 경상자는 5，238명에서 102명으로 98%가 각각가 감소되었다. 이 

기간중 가동100만명 당 재해율을 보면 사망은 11.9명에서 5.7명으로 52%감소 

를 보였다. 

전체 재해중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석탄광산이 85%, 기타 금속 비금속 광 

산이 15%의 비율을 보이고 었다. 

1971년에 연 7，295명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최고치에 달했고， 차차로 감소 

하여 1997년에는 342명으로 감소되었다. 석탄광산에서는 1986년도에 연 6,182 

명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최고치에 달했고， 차차로 감소하여 1997년도에는 235 

명에 이르렀다. 

재해자가 감소한 이유는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그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 

다도 광산수， 생산량 및 종업원수의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1962부터 중대재해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발생현황은 표8-3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 표에 의하면 제일 큰 대형재해는 1979년 10월 27일 대한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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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은성광업소의 화재로 인한 가스중독으로 44명의 사망자를 냈고 1회에 

10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35년 동안 11건이나 발생하였다. 대형재해를 원인별 

로 집계해 보면 건수로는 가스관련사고 22건에 102명 사망， 닥반붕락사고 21 

건에 114명 사망， 출수사고 16건에 114명 사망， 화재 4건에 72명 사망 순이며， 

동시에 최대희생자를 낸 사고는 44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었다. 1건당 

사망자 수를 보면 화재사고가 18명/건， 출수사고가 7.1 명/건， 가스사고가 5.2명 

/건， 낙반붕락사고가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8-1-1. 석탄광산 째혜분석 

1971년도부터 1997년까지 26년 동안 국내 전국 석탄광산에서 발생한 재해 

현황은 상기 표8-2와 같이 나타났다. 광산 수는 1987년도 363 개를 최대로 

하여 117~로 감소되었으며 종업원 수는 68.861명에서 9.543명으로 86%나 감소 

되었다. 한편 재해는 총 건수 6，182건에서 235건으로 96%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사망재해는 최대 229명에서 15명으로 93%감소， 중상은 2，648명에서 142명 

으로 95% 감소， 경상은 4，277명에서 78명으로 98%가 감소되었다. 이 기간 중 

백만명당 재해율을 보면 사망은 13.6에서 3.3으로 76%의 감소를 보였다. 

국내 석탄광산의 재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해 유형별로는 운반재해가 

23.6%로 제일 많고 다음이 낙반. 붕락 재해로 22.2%였다. 즉， 운반 장치의 설 

계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human factor적으로 연구 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이 암시되어 있다. 

부상 부위별로는 손가락 발가락 머리 허리 및 하퇴부 순으로 나타나 있으 

며， 재해발생 요인으로는 재해자 본인의 과실이 81.2%로 외국의 분석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80%가 넘는 재해가 인간과설(Human eπor)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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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간과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수행하고있는 Human 

Facto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 상도별 재해 구성비를 보면 중상이 62.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 

(33.1%) , 사망(4.7%)의 순으로 탄광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상도가 높고 사 

망 재해율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석탄광산 재해를 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기 위하여 대한석탄 

공사 장성， 도계 및 화순광업소의 3개 탄광에 대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의 재해발생 사례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재해통계와 그 분석을 다음과 같 

이 하였다. 

일반적인 재해통계는 재해발생원인(유형)별， 요인별， 부상부위별， 상도별， 

재해발생 시간별， 방별， 요일별， 월별 및 재해발생 이재자의 직종별， 근속년수 

별， 연령별， 학력별로 조사통계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표는 표8-4에서부터 표 

8-15까지와 같으며 또 이들 통계표에 대한 그림은 그림8-1에서부터 그림8-12 

와같다. 

이 통계표와 그림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 석탄광의 재해의 주요 원인은 

운반재해가 23.6%로 재해 발생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낙반붕락 재해발 

생율이 22.2%이며 이 두 원인이 전체 재해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요인으로는 재해자 본인의 과실이 81.2%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의 분석결과와 대동 소이함을 알 수 있다. 즉 

80%가 넘는 재해가 표면적으로 인간과실(Human eπor)에 의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간과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수행하고있는 Human Facto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재해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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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Human Factor의 연구로 감소 대책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 

이다. 

재해발생 부위는 수지부(손가락)부상이 25.3%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족부 

(발)가 11.6% , 두부(머리)가 11.5%로 나타났으며， 이 세 부위 부상이 거의 반 

이나 점유함으로 이 세 부위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사료된 

다. 

재해발생 상도별 재해는 중상 62.3% 경상 33.1% 사망 4.7%의 순으로 나 

타났으나 일반적 재해발생 통계추이는 경상 중상 사망의 순으로 나타난 것 

이 상례이나 여기서는 이와는 다르게 중상 발생이 많은 것은 광산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재해발생 시간은 작업원이 갱내에 입갱하여 전원이 작업에 열중 

하고 또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제일 많 

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교대별로 보면 갑방， 을방， 병방 및 상갑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갑방에 작업원이 가장 많이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해발생 요일은 목요일이 19.0%로 제일 높고 월별 재해발생은 1월이 

11.3%로 제일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다 .. 

재해를 당하는 작업원들의 직종은 수적으로 제일 많은 채탄직종이 51.4% 

로 제일 많고 갱내 직종인 채탄 굴진 보갱 종업원이 이재자의 78.1%를 차 

지하여 갱내종업원이 역시 재해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갱내종업원수가 많으며 위험작업도 거의가 갱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재해발생 이재자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37.6%, 30대가 34.3%로 많으나 이 

는 작업원의 수가 40대 30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자의 학력은 중졸 36.6% 초등졸 36.2% 고졸 24.2%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것도 역시 인원수가 중졸， 초등졸， 고졸의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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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Statistics of mine accidents (a11 mines) 

연도 근로자수 가동연인원 가동연시간 
재해자수 

별 광산수 (명) (천명) (천시간) 회수 사망 중상 

71 57,142 17,714 141,712 6,907 211 1，없6 
72 53,047 16,444 131,557 5,966 187 1,647 
73 52,224 16,189 129,516 4,843 264 1,579 
74 58,437 18,115 144，잃4 5,476 252 1,742 
75 68 20,792 166，잃8 653,%281 270 1,945 
76 66,140 20,636 165,085 240 1,937 
77 66,937 20,750 166,(X)4 5,640 219 1,864 
78 68,959 21,377 171,018 5,400 195 2,074 
79 69,043 21 ,403 171,226 5,776 247 2,493 
80 70,541 22,589 177,418 6,529 187 2,708 
81 1,036 71,119 22,641 177,027 6,5850 226 2,809 
82 1,094 76,327 23,647 186,044 5.879 199 2,545 
83 1,097 73,522 22,785 178,078 

6 55,,,4%261736 
190 2,459 

84 1,200 74,690 23,158 181,015 193 2,556 
85 1,191 78,434 24,324 190,092 205 2,605 
86 1,177 83,053 23,728 189,738 6,508 193 2,873 
87 1,157 81,727 22,918 170,315 6,284 191 2,799 
88 1,089 74,947 20,630 151,673 6,050 173 2，잃2 
89 958 59,304 17,321 128,960 54,217028 132 2,436 
90 798 47,631 14,075 102，잃9 130 2,117 
91 711 41,546 11 ,430 83,877 3,066 90 1,740 
92 439 34,041 9,829 73,428 2,078 90 1,108 
93 436 27,060 7,697 58,325 1,498m5 68 655 
94 411 21,838 6,287 45,474 53 507 
95 403 18,274 5,195 37,575 528 29 336 
% 378 16,225 4,659 35,017 350 31 229 
97 378 14,543 4,398 33,861 350 25 L 215 

가동백만명당재해율 종업원 

경상 계 
근로손실일수 

사망 총계 
도수융 강도융 천명당 

재해융 

5，잃8 7,295 1,715,773 11.9 411 .8 48.7 12.1 127.7 
4,511 

655,,331472541 
1,582,930 11.4 385.8 45.3 12.0 119.6 

3,328 2,123,412 16.3 319.4 37.4 16.4 99.0 
3,730 2,048,296 13.9 316.0 37.8 14.1 97.9 
4,362 6,577 2,185,718 13.0 316.3 38.0 13.1 98.1 
3,690 5,867 1,743,715 11.6 284.3 34.3 10.1 88.7 
3,825 5,908 1,582,221 10.6 284.7 34.0 9.5 88.3 
3,350 5,619 1,562,790 9.1 262.8 31.6 9.1 81.5 
3,361 6,101 2,011,345 11.5 잃5.0 35.6 11.7 88.4 
3,757 6,652 1,610,570 8.3 294.5 36.8 8.9 94.3 
3,671 6,706 1,901,709 10.0 296.2 37.0 10.5 94.2 
3,240 5,984 1,592,957 8.4 253.1 31.6 8.4 78.4 
2,946 5,595 1,577,629 8.3 245.6 30.7 8.7 96.1 
3,271 6,020 1,628,088 8.3 260.0 32.5 8.8 80.6 
3,551 6,361 1,715,666 8.4 261.5 32.7 8.8 81.1 
3,565 6,631 1,665,872 8.1 279.5 34.3 8.8 79.8 
3，잃8 66,,317687 1,634,135 8.3 278.3 36.9 9.6 78.0 
3,172 1,500,163 8.4 298.9 36.9 9.9 82.3 
2,817 5,385 1,152,975 7.6 310.9 40.9 8.9 90.8 
1.951 4,198 1.111,352 9.2 298.3 40.2 10.9 88.1 
1,314 3,144 781,698 7.9 275.1 36.6 9.3 75.7 

944 2,142 743,282 9.2 217.9 28.3 10.1 62.9 
809 1,532 556,435 8.8 199.0 26.3 7.3 56.6 
374 934 428,665 8.4 148.6 20.5 9.4 42.8 
175 540 236,290 5.6 103.9 14.1 6.3 29.6 
103 363 245,674 6.7 77.9 10.4 7.0 22.4 
102 342 201.154 5.7 77.8 9.7 5.9 23.5 



Table 8-2. Statistics of mine accidents (coa1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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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백만톤당 가동백만명당 종업원 
연도 근로자수 생산량 가동 가동 재해자수 근로 

광산수 연인원 연시간 재해율 재해융 도수율 강도율 천명당 
별 (명 ) (천톤) 

(천명 ) (천시간) 회수 사망 중상 경상 계 
손실일수 

사망 총계 사망 총계 재해율 

71 37,957 12,785 11,767 94,133 5,815 174 1,708 
432,287745755 

6,159 1,419,162 13.6 481.7 14.8 523.4 65.4 15.1 162.3 
72 136 38,149 12,403 11,826 94,610 5,190 166 1,518 5,529 1,409,361 13.4 445.8 14.0 467.5 58.5 14.9 144.9 
73 160 34,462 13,571 10,683 85,466 4,188 229 1,417 4,401 1,863,490 16.9 324.3 21.4 411.9 51.5 21.8 127.7 
74 189 38,323 15,263 

l1 ,,,681844091 
95,041 4,693 223 1,569 333，，，07잃8l263 45,,%1 1,812,183 14.6 321.1 18.8 412.5 51.6 19.1 127.9 

75 239 45,642 17,593 14 ll37,,192 5,503 222 1,756 697 1,805,,828490 12.6 323.8 15.7 402.6 50.3 15.9 124.8 
76 226 46,926 16,427 16 117.127 5,041 201 1,730 5,214 1,486 12.2 317.4 13.7 356.1 44.5 12.7 11 1.1 
77 191 47,738 17,268 14,798 118,390 4,873 183 1,605 3,305 5,093 1,359,720 10.6 295.0 12.3 344.2 43.0 11.5 106.7 
78 173 51,631 18,054 16,006 128,045 4,627 153 1,817 2,832 4,802 1,239,124 8.5 265.9 9.6 300.0 37.5 9.7 93 
79 201 51 ,980 18,208 16,114 128,910 5,065 221 2,270 2,873 5,364 1,795,090 12.1 294.6 13.7 332.9 41.6 13.9 103.2 
80 196 56.173 18.264 17,413 139.304 5.787 158 2,421 3.306 5.885 1.380.632 8.5 316.0 9.1 338.0 41.5 9.9 104.8 
81 219 60,302 19,866 18,537 148,296 6,020 194 2,599 3,364 6,157 1,645,717 9.8 309.9 10.5 332.1 40.6 11.1 102.1 
82 349 62,310 20,116 19,081 152,648 5,321 167 2,348 2,898 5,413 1,352,136 8.3 269.1 8.8 283.1 34.9 8.9 86.9 
83 346 59,923 19,861 18,278 146,224 4,946 164 2,281 2,621 5,066 1,368,223 8.3 255.1 8.9 277 .1 33.8 9.4 84.5 
84 347 63,618 21,370 18,966 151,728 5,429 170 2,344 3，0잃 5,549 1,441,237 8.0 259.7 8.9 292.5 35.8 9.5 87.2 
85 361 67 ,136 22,543 20,071 160,528 5,786 181 2,418 3,326 5,925 1,522,498 8.0 262.8 9.0 295.2 36.0 9.5 88.3 
86 361 68,861 24,253 19,329 154,745 6,066 167 2,648 3,367 6,182 1,455,594 6.9 254.9 8.6 319.8 39.2 9.4 89.8 
87 363 68,491 24,273 19,726 145,192 5,822 174 2，잃3 3,152 5,909 1,491 ,390 7.2 243.4 8.8 299.6 39.8 10.2 86.3 
88 347 62,259 27,295 17,642 128,812 5,597 159 2,581 2.956 5,696 1,376,556 6.5 234.4 9.0 322.9 43.3 10.7 91.5 
89 202 47,934 20,785 14,085 104,081 4,841 111 2,218 2,624 4,953 981 ,106 5.3 238.3 7.9 351.7 46.5 9.4 103.3 
90 143 38.101 1.721 11.137 79.680 3.699 108 1.878 1.787 3.773 931.473 6.3 219 .1 9.7 338.8 46.4 11.7 99 
91 116 32,561 15,058 8,665 62,240 2,774 74 1,545 1,224 2,843 651,137 4.9 188.8 8.5 328.1 44.6 10.5 87.3 
92 66 26,021 11,970 7,357 53,738 1,853 74 984 858 1,916 615,121 6.2 160.1 10.1 260.4 34.5 11.4 73.6 
93 43 19,461 9,443 5,456 43,483 1,288 57 557 717 1,331 466,482 6.0 140.9 10.4 244.0 30.6 10.7 70.9 
94 27 14,925 348 4,476 31,069 754 46 426 314 786 370,892 6.2 105.7 10.3 175.6 24.3 11.9 52.7 
95 27 11,735 5,720 3,481 25,178 412 17 274 132 423 142,487 3.0 74.0 4.9 121.5 16.4 5.7 36 
96 11 10,889 4,951 3,068 21,680 252 27 172 66 265 212,011 5.5 53.5 8.8 86.4 12.2 9.8 24.3 
97 11 9.543 4.514 2.850 21.244 225 15 142 78 235 121.800 3.3 52.1 5.3 825.0 10.6 5.7 24.6 



***** 주해 Table8-1 , Table8-2 ***** 

가. 가동연인원 : 1년간 전종업원이 설제로 작업한 가동공수의 총계 

나.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인한 피해자의 치상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 

거 제정된 신체장애둥급에 해당하는 손실일수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노동불능자의 작업일수 

다. 재해자수 회수 : 재해로 인하여 업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의 건수 

라. 재해자수 중상 : 재해로 인한 치상정도가 4주이상의 가료를 요하게 된 자 

마. 재해자수 경상 : 재해로 인한 치상정도가 3일이상 4주미만의 가료를 요하 

게된자 

바. 가동 100만명당 재해율 : 재해자수 X 106 
가동연인원 

사. 가동 100만톤당 재해율 : 재해차수 X 106 
석탄생산량 

아. 도 수 율 : 재해건수、 X 106 
가동연시죠 

자. 강 도 율 : 손실 일수 X 103 
가동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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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 History of major accidents 

Number 
Date Name of Mine Iρcation Cause of 

Fatalities 
’62. 10. 30 Bibong Wanju, ]onb뻐 Roadway 5 

Collapse 
63. 1. 21 J(Ganogvseurnng.) Taebaek, Kangwon Collapse 6 
66. 11. 4 Hwasun, ]onam Collapse 7 
õ7. 9.9 Hwasun (GovernJ Samchok, Kangwon Collapse 6 

67. 12. 27 Hungk버‘ Taebaelι Kangwon Rock fall 9 
68. 11. 3 D Jaonnggswunogn T Joanegbsauenlι， Kangwon Rock fall 4 
69. 4. 21 Kangwon Water Inrush 6 
69. 8.23 1angsung Hwasun, 10nnam Water Inrush 6 
69. 9. 21 Hwasun MHywunagSj1u, Kangwon Water Inrush 4 
69. 11. 6 Myungju sun, 10nnam U nderground 8 

Hwasun Fire 
70. 12. 10 STaaIenbcaheokk., Kangwon Water Inrush 6 
71. 2. 15 Hungkuk , Kangwon Derailed 13 
71. 12. 25 

Dog Hyey(oGlaomven1.) 
Samchok, Kangwon Gas Combustion 6 

72. 2.28 Mkyuunnkg}rwunogn, Gas Poisoning 8 
73. 2. 25 Danki Roadway 3 

Oryong Taebael‘, kangwon Collapse 
73. 5. 5 Men Car 19 

Hyulam Samchok, Kangwon Der허l어 
73. 10. 1 Gas exp이ation 6 
73. 10. 1 

Hamb HODι aunkeonkvdngo(gohGnnkg6gokvan ) 

SaInchok, K Kaannggwon Rock F머l 5 
73. 11. 24 Yongwal, Kangwon Gas expollation 17 
74. 1. 15 1ongsun, Kangwon Water Inrush 12 
74. 3. 12 Taebaek, Kangwon Mine car 5 

1ongsun, Kangwon Derailed 
74. 5. 28 Water Inrush 18 
75. 12. 1 Samchok T Joanegbsauenl<,, Kangwon Gas PoiIsnornuisnhg 4 
75. 12. 12 1angsung Kangwon Water 5 
76. 5. 22 Kangwon Taebael‘, Kangwon Gas Exp이ation 4 
76. 9. 19 KKyyuunngong Samchok, Kangwon Roadway 4 

gong Samchok, Kangwon Collapse 
77. 11. 16 Fire 12 
78. 2. 17 1angsung TTaaeebbaaeell<‘,. Kangwon Roadway 4 

Jangsung , Kangwon Collas야 
78. 4. 11 Gas Explosion 5 
78. 4. 14 YongHwaaml(bGaoevkem.) Yongwal, K Kaannggwwoonn Explosives 26 
79. 10. 27 1ongsun, Fire 44 
79. 12. 3 Unsong (Govern.) Munkyung, Roadway 4 

Hansung 
Taeb kayeul<n, gKwaonngwon 

Collaspe 
80. 9. 25 Water Inrush 4 
81. 1. 6 Samchok Water Inrush 8 
81. 7. 1 Unsong JongMsuunr1,k Kpalnngg’won Gas Expolation 7 

1ungdong 
kyungwon 

1ongsun, K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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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 Historγ of major accidents (2) 

Number 
Date Name of Mine Iρcation Cause of 

Fatalities 
’82. 1. 3 Hamtae jongsun, Kangwon Gas Explosion 9 
83. 8. 16 Unsong Munkyung, Asphyxiation 3 
83. 10. 1 Pungjon Kyungbuk Roadway 4 

Taebaek, Kangwon 

83. 12. 22 Bongmyung Munkyung, Collapse 9 
84. 8. 16 D바‘su Kyungbuk Fire 3 
84. 9. 3 D따dmng Boryung, Gas Explosion 4 
84. 11. 3 Duksu Chungnam Gas Explosion 6 
85. 5. 10 Samchok Boryung, Gas Explosion 3 
85. 6. 19 Hamtae Chungnam Collaspe 4 
85. 9. 7 Wolsan Boryung, Gas Explosion 3 
85. 12. 14 jangsung Chungnam Collapse 10 
86. 1. 7 Oryong jongsun, Kangwon Water Inrush 6 
86. 4. 2 jangsung Taebael‘, Kangwon Gas Explosion 3 
86. 9. 1 Daesung jongsun, Kangwon Man Car Crush 4 
86. 11. 1 Hamtae Taebaek, Kangwon Collapse 3 
87. 1. 7 D따‘il Taebaelι Kangwon Water Inrush 3 
87. 5. 1 Danyang Taebaelι Kangwon Collapse 3 
88. 5. 18 Dogye Munkyung’ Gas Explosion 4 
88. 11. 12 jungdong Kyungb따‘ Water Inrush 7 
89. 9. 2 Dongwon Taebaek, Kangwon Fire 5 

jongsun, Kangwon 
D뻐Yang， Chungbok 
Samchok, Kangwon 
jongsun, Kangwon 
Jongsun. Kangwon 

!:X). 1. 9 Hamtae Taebaelι Kangwon Collapse 3 
!:X). 7. 17 Bongmyung Munkyung, Asphyxiation 3 
!:X). 7. 17 Hyundae Kyungbuk Explosives 3 
91. 1. 10 Oryong Yongwol, Kangwon Asphyxiation 3 
91. 12. 20 Kangwon Taebaek, Kangwon Water Inrush 4 
92. 5.25 Kyungdong Taebael‘, Kangwon Gas 3 
92. 9. 8 Dongwon Samchok, Kangwon Combustion 3 
92. 9.22 jongdong jongsun, Kangwon Collapse 7 
92. 12. 10 jangsung jongsun, Kangwon Water Inrush 4 
93. 4. 2 Samchok Taebaek, Kangwon Water Inrush 7 
93. 7.29 Samchok jongsun, Kangwon Gas Explosion 3 
93. 8. 13 Hanbo jongsun, Kangwon Collapse 5 
94. 3. 13 Samchok Taebaelι Kangwon Water Inrush 3 
94. 10. 6 jangsong jongsun, Kangwon Collapse 10 
95. 9.20 Hanbo Taebaelι Kangwon Asphyxiation 4 
96. 12. 11 Hanbo Taebaelι Kangwon Collapse 15 
97. 10. 21 jan밍lOng Taebaek, Kangwon Water Inrush 6 

Taebaek, Kangwon Ga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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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4. Accidents by causes 

장 성 도 계 화 고 카r‘ 계 

구분 재해자 점유율 재해자 점유율 재해자 점유율 

-/「- (%) -카r (%) -까r (%) 
재해자수 점유율(%) 

낙반·붕락 83 18.8 70 31.1 32 19.0 185 22.2 

가스중독 • 질식 33 7.5 33 4.0 
화약및 발파 11 2.5 2 0.9 5 3.0 18 2.2 
운반(로표) 5 1.1 2 0.9 1 0.6 8 1.0 
운반(광차) 60 13.6 46 20.4 33 19.6 139 16.6 
운반(기타) 22 5.0 15 6.7 13 7.7 50 6.0 
기계 21 4.8 10 4.4 12 7.1 43 5.1 

전기 3 0.7 4 1.8 7 0.8 

전석 27 6.1 6 2.7 14 8.3 47 5.6 
추락 ·전도 45 10.2 13 5.8 13 7.7 71 8.5 

출수 7 1.6 7 0.8 
기타 125 28.3 57 25.3 45 26.8 227 27.2 
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잃5 100.0 

낙반뭉확 

기타 

추락 전도 운반(로프) 

& 화순 l 

전와찬t 
、/ 7 휩반(광차) 

기계 

Fig 8-1. Accidents by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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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5. Accidents by reasons 

장 λ。} 도 계 화 긴 }r- 계 
재해종류 요인별 

.z!'T 점유융(%) ‘ .z!'T‘ 점유율(%) 건수 점유융(%) .z!'T 점유융(%) 

본인결함 75 !:Xl.4 33 47.1 28 !:Xl.3 136 73.9 

지시위반 1 1.2 2 2.9 2 6.5 5 2.7 

관리자결함 2 2.4 33 47.1 1 3.2 36 19.6 

닥반·붕 시설결함 5 6.0 2 2.9 7 3.8 

락 자재공구결함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83 100.0 70 100.0 31 100.0 184 100.0 I 
본인결함 7 21.2 7 21.2 I 
지시위반 1 3.0 1 3.0 

가스중독 관리자결함 

시설결함 11 33.3 11 33.3 

질식 및 자재공구결함 

폭발 
작업여건결함 3 9.1 3 9.1 
불가항력 11 33.3 11 33.3 
계 33 100.0 33 100.0 

본인결함 4 36.4 2 100.0 4 80.0 10 55.6 
지시위반 1 9.1 1 20.0 2 11 .1 

화약 및 관리자결함 6 54.5 6 33.3 
발파 시설결함 

자재공구결함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11 100.0 2 100.0 5 100.0 18 100.0 

본인결함 2 40.0 l 100.0 3 37.5 

지시위반 

관리자결함 3 60.0 3 37.5 

시설결함 2 100.0 2 25.0 
운반 

자재공구결함 
(로푸)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5 100.0 2 100.0 1 100.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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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 도 계 화 ; 까r‘ 계 
재해종류 요인별 

건수 점유융(%) {!끼~‘ 점유융(%) ‘ Z:! 9- 점유율(%) 건수 점유융(%) 

본인결함 51 89.5 36 78.3 31 91.2 118 86.1 

지시위반 3 8.8 3 2.2 
관리자결함 1 1.8 5 10.9 6 4.4 

운반 시설결함 4 7.0 5 10.9 9 6.6 
(광차) 자재공구결함 

작엽여건결함 

불가항력 1 1.8 1 0.7 
계 57 100.0 46 100.0 34 100.0 100.0 

본인결함 21 95.5 11 73.3 12 100.0 44 89.8 
지시위반 

관리자결함 3 20.0 3 6.1 

~'fr 시설결함 6.7 1 2.0 
(기타) 자재공구결함 1 4.5 1 2.0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22 100.0 15 100.0 12 100.0 49 100.0 
본인결함 20 95.2 7 70.0 13 100.0 40 90.9 
지시위반 1 10.0 1 2.3 
관리자결함 1 4.8 2 20.0 3 6.8 
시설결함 

기 계 자재공구결함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21 100.0 10 100.0 13 100.0 44 100.0 
본인결함 2 100.0 2 50.0 4 66.7 
지시위반 

관리자결함 2 50.0 2 33.3 

저l一 기 
시설결함 

자재공구결함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2 100.0 4 100.0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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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λ。4 도 계 화 긴 까r‘ 계 
재해종류 요인별 

건수 점유윷(%) 건수 점유율(%) -<!4" 점유융(%) 건수 점유율(%) 

본인결함 19 86.4 4 fJ3.7 13 100.0 36 87.8 

지시위반 

관리자결함 1 16.7 1 2.4 
시설결함 3 13.6 1 16.7 4 9.8 

전 석 
자재공구결함 

작업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22 100.0 6 100.0 13 100.0 41 100.0 

본인결함 41 97.6 10 76.9 13 100.0 64 94.1 

지시위반 

관리자결함 1 7.7 l 1.5 

추락· 시설결함 1 2.4 2 15.4 3 4.4 

전도 자재공구결함 

작엽여건결함 

불가항력 

계 42 100.0 13 100.0 13 100.0 68 100.0 

14. 
본인결함 1 14.3 1 

3 
지시위반 

관리자결함 

시설결함 

출 수 자재공구결함 

작업여건결함 

85. 
불가항력 6 85.7 6 

7 
10 

계 7 100.0 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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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λ。{ 도 계 화 긴 까::. 계 
재해종류 요인별 

숫 1]l-/ι「 점유율(%) ;ct y 점유율(%) ‘ 1」〕-/ι「 점유율(%) t 1]l-/ι「 점유율(%) 

본인결함 128 93.4 ‘ 43 75.4 44 95.7 215 89.6 
지시위반 1 2.2 1 0.4 

관리자결함 4 2.9 11 19.3 1 2.2 16 6.7 
시설결함 2 1.5 2 3.5 4 1.7 

기 타 
자재공구결함 2 1.5 1 1.8 3 1.3 
작엽여건결함 

불가항력 1 0.7 l 0.4 

계 137 100.0 57 100.0 46 100.0 240 100.0 

본인결함 371 83.9 148 65.8 159 94.6 678 81.2 
지시위반 3 0.7 3 1.3 7 4.2 13 1.6 
관리자결함 17 3.8 58 25.8 2 1.2 77 9.2 
시설결함 26 5.9 15 6.7 41 4.9 

총계 
자재공구결함 3 0.7 1 0.4 4 0.5 
작엽여건결함 3 0.7 3 0.4 

불가항력 19 4.3 19 2.3 

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835 100.0 

Fig 8-2. Accidents b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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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6. Accidents by wounded parts 

장 λ。} 도 계 화 ; Ar- 계 
구분 | 

건수 점유율(%) t τJ1-/「、 점유율(%) t 7J]-까「‘ 점유율(%) i 7〕l-까「‘ 점유율(%) 

-t=「 -t「i 60 13.6 17 7.6 19 11.3 96 11.5 

견 부 24 5.4 13 5.8 5 3.0 42 5.0 
-까「‘ -님「 11 2.5 4 1.8 2 1.2 17 2.0 

수지부 98 22.2 68 30.2 45 26.8 211 25.3 

상박부 4 0.9 4 1.8 8 1.0 
전박부 9 2.0 1 0.4 5 3.0 15 1.8 
흉 부 20 4.5 13 5.8 5 3.0 38 4.6 

요 부 50 11.3 20 8.9 10 6.0 80 9.6 
배 -님「 6 1.4 4 2.4 10 1.2 
효-11- ξ ’i 3 0.7 1 0.6 4 0.5 

척 주 2 0.5 5 2.2 8 4.8 15 1.8 
;[r二 -t「j 5 1.1 1 0.4 3 1.8 9 1.1 

대퇴부 11 2.5 8 3.6 6 3.6 25 3.0 

하퇴부 39 8.8 19 8.4 6 3.6 64 7.7 

슬관부 15 3.4 14 6.2 5 3.0 34 4.1 
~극 님「 37 8.4 26 11.6 34 20.2 97 11.6 

족지부 14 3.2 10 4.4 2 1.2 26 3.1 

기 타 34 7.7 2 0.9 8 4.8 44 5.3 

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835 100.0 

두부 

부 

슐판부 

하퇴부 

복부 

Fig. 8-3. Accidents by wound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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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7. Accidents by severity 

장 성 도 계 화 ; /r- 계 

‘{i4-‘ 점유율(%) i 7]l-까「‘ 점유율(%) {i2까「‘ 점유율(%) 건수 점유율(%) 

사망 25 5.7 7 3.1 7 4.2 39 4.7 

중상 217 49.1 200 88.9 103 61.3 520 62.3 

경상 200 45.2 18 8.0 58 34.5 276 33.1 

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835 100.0 

Fig 8-4. Accidents by severity 

123 



Table 8-8. Accidents by time zone 

구분 
장 성 도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0-1 2 0.5 2 0.9 
1 - 2 17 3.8 5 2.2 
2 - 3 16 3.6 3 1.3 
3 - 4 22 5.0 9 4.0 
4 - 5 22 5.0 7 3.1 
5 - 6 23 5.2 8 3.6 
6 - 7 12 2.7 5 2.2 
7 - 8 5 1.1 4 1.8 
8 - 9 7 1.6 7 3.1 
9 - 10 26 5.9 18 8.0 
10 - 11 38 8.6 21 9.3 
11 - 12 63 14.3 30 13.3 
12 - 13 18 4.1 13 5.8 
13 - 14 25 5.7 10 4.4 
14 - 15 29 6.6 12 5.3 
15 - 16 10 2.3 6 2.7 
16 - 17 10 2.3 3 1.3 
17 - 18 17 3.8 8 3.6 
18 - 19 12 2.7 7 3.1 
10-11 21 4.8 13 5.8 
20 - 21 23 5.2 12 5.3 
21 - 22 15 3.4 13 5.8 
22 - 23 7 1.6 9 4.0 
23-24 2 0.5 

계 442 10û.0 225 10û.0 

0-1 

19-20 

18-1 9 

17-18 

12-13 

화 1 /L[r 

:ct~‘ 점유율(%) 
5 
7 
6 
2 
3 
0 
1 
5 
7 

10 
8 

27 
10 
8 
9 
8 
9 
7 
9 
8 
5 
1 
4 
9 

168 

5-6 

&-7 

7-8 

3.0 
4.2 
3.6 
1.2 
1.8 
0.0 
0.6 
3.0 
4.2 
6.0 
4.8 

16.1 
6.0 
4.8 
5.4 
4.8 
5.4 
4.2 
5.4 
4.8 
3.0 
0.6 
2.4 
5.4 

l Oû.O 

Fig. 8-5. Accidents by tim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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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건수 점유율(%) 
9 1.1 

29 3.5 
25 3.0 
33 4.0 
32 3.8 
31 3.7 
18 2.2 
14 1.7 
21 2.5 
54 6.5 
67 8.0 

120 14.4 
41 4.9 
43 5.1 
50 6.0 
24 2.9 
22 2.6 
32 3.8 
28 3.4 
42 5.0 
40 4.8 
29 3.5 
20 2.4 
11 1.3 

835 l Oû.O 



Table 8-9. Accidents bv shifts 

| 구분 
상갑 

갑 

SE프L 

벼。 

계 

장 λ。} 도 계 
,-

건수 점유율(%) 7，i ~ 까「‘ 점유율(%) 

60 13.6 

156 35.3 

107 24.2 

119 26.9 

442 100.0 

게 

화순臨옳월 
숨μ씌zs--

「~43

도1 體뤘뤘뚫뚫76 
압따쭈젤rt--

장성 

41 18.2 

76 33.8 

65 28.9 

43 19. 

225 100.0 

56 

화 

건수 

29 
•-••••••• 

56 

47 

36 

168 

Fig. 8-6. Accidents by shifts 

Table 8-10. Accidents by w eek days 

구분 
장 성 도 계 호}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월 48 10.9 30 13.3 22 

화 74 16.7 44 19.6 19 
-/「‘ 64 14.5 43 19.1 35 
조「EL 88 19.9 41 18.2 30 
二:L 77 17.4 34 15.1 29 t:1 

토 73 16.5 22 9.8 30 
뉴------~-

일 18 4.1 11 4.9 3 

계 442 100.0 225 100.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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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 kr 계 

점 유율(%) 건수 점유율(%) 

17.3 130 15.6 

33.3 잃8 34.5 

28.0 219 26.2 

21.4 198 23.7 

100.0 835 100.0 

긴 /:‘ 계 

점유율(%) 건수 점유율(%) 

13.1 100 12.0 

11.3 137 16.4 

20.8 142 17.0 

17.9 159 19.0 

17.3 140 16.8 

17.9 125 15.0 j 

•• 
1.8 32 

100.0 8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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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핑. 8-7. Accidents by week days 

Table 8-11. Accidents by rnonth 

장 성 도 계 화 ; 까r‘ 계 
구분 

{:!?‘ 점유율(%) {:!?‘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1 49 11.1 24 10.7 21 12.5 94 11.3 
2 40 9.0 14 6.2 13 7.7 67 8.0 
3 29 6.6 19 8.4 14 8.3 62 7.4 

4 32 7.2 20 8.9 18 10.7 70 8.4 

5 41 9.3 18 8.0 10 6.0 69 8.3 
6 33 7.5 13 5.8 15 8.9 61 7.3 
7 35 7.9 17 7.6 13 7.7 65 7.8 
8 38 8.6 z7 12.0 16 9.5 81 9.7 
9 29 6.6 17 7.6 15 8.9 61 7.3 

10 46 10.4 21 9.3 15 8.9 82 9.8 
11 37 8.4 24 10.7 5 3.0 66 7.9 
12 33 7.5 11 4.9 13 7.7 57 6.8 

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8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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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g.8-8. Accidents by month 

Table 8- 12. Accidents by job 

구분 
장 성 도 계 화 딘 가r‘ 계 

t 7]l -가「‘ 점유율(%) ~ 'T‘ 점유율(%) ~'T 점유율(%) 건수 점유율(%) 

채광 252 57.0 108 48.0 69 41.1 429 51.4 
;<"1-암 52 11.8 44 19.6 11 6.5 107 12.8 
적재 64 14.5 18 8.0 34 20.2 116 13.9 
계 368 83.3 170 75.6 114 67.9 652 78.1 

직접운반부 47 10.6 22 9.8 40 23.8 109 13.1 
기계 12 2.7 8 3.6 5 3.0 25 3.0 
전기 3 0.7 6 2.7 0.6 10 1.2 
선광 1 0.2 1 0.4 0.6 3 0.4 

f---

경석 1 0.4 4 2.4 5 0.6 
기타 10 2.3 12 5.3 2 1.2 24 2.9 

관리(기술직) 3 1.3 3 0.4 

관리(사무직) 1 0.2 2 0.9 1 0.6 4 0.5 

합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8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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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9. Accidents by job 

Table 8-13. Accidents by work . carrier 

장 성 도 계 화 건 거r‘ 계 
구분 

건수 점유율(%) {!~‘ 점유율(%) t 1]」-까「‘ 점유율(%) 건수 점유율(%) 

1년 이하 69 15.6 25 11.1 8 4.8 102 12.21 
1-2 45 10.2 18 8.0 2 1.2 65 7.81 
2-3 40 9.0 16 7.1 19 11.3 75 9.01 
3-4 38 8.6 16 7.1 16 9.5 70 8.4 1 
4-5 26 5.9 10 4.4 20 11.9 56 6.7 
5-6 21 4.8 11 4.9 18 10.7 50 6.0 
6-7 9 2.0 8 3.6 6 3.6 23 2.8 

7-8 12 2.7 8 3.6 3 1.8 23 2.8 

8-9 16 3.6 7 3.1 1 0.6 24 2.9 
9-10 19 4.3 13 5.8 8 4.8 40 4.81 

10-11 15 3.4 11 4.9 3 1.8 29 3.5 1 
11-12 12 2.7 9 4.0 5 3.0 26 3.1 

12-13 8 1.8 10 4.4 4 2.4 z 2.6 1 
13-14 17 3.8 3 1.3 3 1.8 23 2.8 
14-15 8 1.8 12 5.3 6 3.6 26 3.1 

15년이상 87 19.7 48 21.3 46 27.4 181 21.7 
계 442 100.0 225 100.0 168 100.0 잃5 1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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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0. Accidents by work carrier 

Table 8-14. Accidents by age 

장 λ。{ 도 계 화 긴 /r‘ 계 
구분 

t 1l]-까「‘ 점유율(%) ~~‘ 점유율(%) ~'" 까r 점유율(%) ~~ 점유율(%) 

19셰이하 0.4 0.1 

20-29 37 8.4 24 10.7 8 4.8 69 8.3 

30-39 155 35.1 96 42.7 35 20.8 잃6 34.3 

40-49 152 34.4 76 33.8 86 51.2 314 37.6 

50-59 98 22.2 28 12.4 39 23.2 165 19.8 

계 442 100.0 225 100.0 168 1ω.0 8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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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1. Accidents by age 

Table 8-15. Accidents by academic carrier 

장 λ。게 도 계 화 
구분 

~'T‘ 점유율(%) ~'T 점유율(%) ~'T 

무학 3 1.3 1 

초졸 131 29.6 86 38.2 85 

중졸 172 38.9 86 38.2 48 

고졸 131 29.6 38 16.9 33 

x나J 딘 nr표E느 8 1.8 10 4.4 

대졸 2 0.9 1 

계 442 100.0 225 100.0 168 

130 

1314 

1286 

1 /‘ê 계 

점유율(%) 건수 점유율(%) 

0.6 4 0.5 

50.6 302 36.2 

28.6 306 36.6 

19.6 202 24.2 

18 2.2 

0.6 3 0.4 

100.0 잃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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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 Accidents by academic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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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노천광산 째해분석 

국내의 대표적인 노천광산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는 석회석 광 

산이다. 노천광산 재해 사례 정밀 분석을 위해 ’97년도 기준 연산 500만톤 ~ 

2αm만톤을 생산하는 석회석 광산 3개소를 선정하여 ’93년 ~ ’97년도까지 5개 

년간에 발생된 총 재해 49건 (쌍용 : 22건， 동양 :8건， 한라 : 19건 )을 재해경 

위와 월일별로 정밀 분석하였다. 표 8-16은 광산별 재해류 및 상해정도를 종 

합해 보여주는 총괄표이다. 

Table 8-16. Accidents of open pit mines(‘93-’97) 

재해류 요일별 시간별 학력별 
근속년 

직종 상해부위 상해도 
-ιr 

암 -ι‘r 
반 추 1 6 10 

구분 부 
붕 E 。r 기 적 ~‘- 락 기 오 오 저 조 중 고 년 채 중 5::. -I「: 허 기 사 중 경 

반 재 타 
월 화 -ιr ~ ;p:l 토 일 

후 기 
-ιλr 

려 타 괴 계 쇄 전 전 녁 졸 졸 졸 5 10 광 쇄 부 
지 

망 상 상 

낙 도 년 년 상 

석 
부 

쌍용 

22건 
1 4 8 2 17 2 2 6 3 5 2 2 9 7 6 9 1112 17 5 l 14 7 4 5 6 17 10 12 

동양 

8건 
4 2 2 3 4 11 3 2 3 3 3 12 1 17 8 1 12 5 4 3 11 

한라 

19건 
2 2 9 13 1 2 2 1 1 2 6 5 2 9 3 7 7 11 1 1 15 3 3 16 l 3 13 2 1 1513 

계 

49건 
3 6 21 5 9 1 4 냐 6 11 6 11 7 4 21 12 16 19 25 5 1 33 15 4 38 7 6 10 19 14 5 28 16 

1)재해유형별 

재해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8-17과 같이 대체로 기계분야에서 가장 많 

은 재해가 일어났으며 42.9%를 차지하였다(그림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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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및 경위별로 분석하여 볼 때 크게 분류하여 운전부주의로 사망 

한 2명을 포함한 암반붕괴(낙석)과 기타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9건으로 전체 

의 18%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비의 무리한 작업 7건으로 전 

체의 14%, 안전수칙 위반 6건(12%) ， 작업수칙 위반과 조급성으로 인한 사고가 

각각 5건으로， 각각10%， 자세불량 4건 (8%) 정비중 실수 4건(8%) 등으로 표에 

서 보듯이 91.8%가 본인결함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다. 

이것은 노천광에는 계단식 채광으로 많은 사면과 낭떠러지가 있고， 원석의 

운반 및 정리 작업에 대형 중장비(덤프트럭， 도자 등)을 사용하고 있어 사면의 

닥석과 운전 부주의로 인한 트럭의 추락， 그리고 대형장비의 정비 및 주유시 

안전수칙과 작업수칙 위반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자세불량， 무리한 작업 

에서 오는 것들이다. 

그리고 감독자의 지시 잘못으로 발생된 재해 1건은 감독자의 과실이라기 

보다 작업자가 계속 반복되는 작업에서 본인의 기술과 경험만을 믿고 방심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Table 8-17. Accidents by causes (93 - 97) 

쌍용 동양 한라 계 재해원인 

구분 점 T 。r좋 。r 점 7 。「좋 。r 점 7 。r걷 。훈 점 1 。T좋 。r 본인 점 7 。r좋 。r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결함 (%) 
기타 

암반붕괴.낙석 1 4.5 2 10.5 3 6.1 1 2 2 

운반 4 18.2 2 10.5 6 12.2 6 12.2 

기계 8 36.4 4 50 9 47.4 21 42.9 21 42.9 

적재 2 9.1 3 15.8 5 10.2 4 8.2 1 

조쇄 7 3l.8 2 25.0 9 18.4 9 18.4 

추락. 전도 1 5.3 1 2.0 1 2 

기타 2 25 2 10.5 4 8.2 3 6.1 1 

계 22 100.0 8 100 19 100.0 49 100.0 45 9l.8 
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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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3. Accidents by causes (93-97) 

2)재해발생 시간별 

시간별로는 표 8-18과 같이 8 - 12시인 오전시간에 42.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림8-14). 

3)재해부위별 

상처 부위별로는 요부가 12건 2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주로 척 

추， 머리， 손， 하퇴부 상해가 많았다(표8-19， 그림8-15). 

4)근속년수별 

근속년수별로 보면 표 8-20에서와 같이 경력 1-5년이 1명， 5-10년이 33 

명 10년 이상자가 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5-10년의 경력자가 67%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5-10년 경력자가 수적으로 많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력자라도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었다( 그림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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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8. Accidents by time zone(93-97) 

구분 
쌍 용 동 양 한 라 계 

건수 점유율(%) ‘ ;ß4- 점유율(%) 건수 점유율(%) t 1J]-까「‘ 점유율(%) 

0-2 1 5.3 1 2.0 
2 - 4 1 5.3 1 2.0 
4 - 6 

6 - 8 
8 - 10 7 31.8 7 36.8 14 28.6 

10 - 12 2 9.1 3 37.5 2 10.5 7 14.3 
12 - 14 2 9.1 2 4.1 

14 - 16 3 13.6 2 10.5 5 10.2 

16 - 18 2 9.1 2 25 1 5.3 5 10.2 

18 - 20 2 9.1 2 25 3 15.8 7 14.3 

20 - 22 4 18.2 1 12.5 5 10.2 

22 - 24 2 10.5 2 4.1 

계 22 100.0 8 100 19 100 49 100.0 

Fig. 8-14. Accidents by tim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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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9. Accidents by wounded parts(93-97) 

쌍 용 동 양 한 라 계 
구분 

{!<T‘ 점유율(%) 건수 점유율(%) t 1〕J-까「‘ 점유율(%) 건수 점유율(%) 

-r「= -t「i 4 18.2 1 12.5 1 5.3 6 12.2 

견 부 1 4.5 1 2.0 
수 부 2 9.1 2 25.0 1 5.3 5 10.2 

-까「‘^P 님「 3 l3.6 2 10.5 5 10.2 

상박부 2 9.1 2 4.1 
전박부 

흉 부 1 12.5 1 2.0 

요 부 2 9.1 10 52.6 12 24.5 

척 주 4 18.2 3 15.8 7 14.3 
대퇴부 

하퇴부 1 4.5 3 37.5 1 5.3 5 10.2 

슬관부 2 9.1 2 4.1 

~존T -a「 1 4.5 1 2.0 

족지부 

기 타 1 12.5 1 5.3 2 4.1 

계 22 100.0 100.0 19 100.0 49 100.0 

”“ 
m 
8 

Fig. 8-15. Accidents by wound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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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20. Accidents by work carrier(93 ~ 97) 

구분 
:{!~ 

3-4 

4- 5 

5- 6 

6- 7 2 

7-8 5 

8-9 7 

9-10 3 
10-11 5 

11-12 

12-13 

13-14 
14~15 

15년 이상 

계 22 

쌍 용 동 양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9.1 

22.7 

31.8 1 

13.6 

22.7 

2 

4 

100.0 8 

關鍵짧월뒷찬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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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6. Accidents by work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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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점유율(%) I 
1 2.0 

2 4.1 

6 12.2 

7 14.3 

13 26.5 

5 10.2 

6 12.2 

2 4.1 

2 4.1 

1 2.0 

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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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해자 연령별 

재해자연령별로는 표8-21과 그림 8-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빈도와 연 

령분포가 많은 30-40대 재해자가 많다. 

6)재해자 학력별 

사고자의 학력별로는 초졸 19명 중졸 25명， 고졸 5명으로 중졸이 으뜸으로 

나타났다.(표8-22， 그림 8-18참조) 

7)재해발생 월별 

재해발생 월별로 분류해 보면 표8-23과 그림 8-19와 같으며， 이것을 계절 

별로 볼 때는 봄철이 17건， 34.7%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가을， 여름， 겨울 순으 

로 나타났다. 

8)요일별 

요일별로 볼 때 표8-24와 같이 수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1건， 12건으로 제 

일 많았다(그림 8-20). 

9)재해상도별 

상해정도는 중상이 32건에 65.3%였으며 다음이 경상 16건에 32.7%였다(그 

림 8-21). 

10)재해자 직종별 

직종별로는 표8-26과 그림 8-22와 같이 채광분야 4건， 중기 38건， 조쇄 7 

건으로 노천채광의 특성상 각종 중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 

기를 취급하는 운전과 정비작업중에 일어난 재해가 전체 사고의 77.6%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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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1. Accidents by age(93-97) 

쌍 용 동 양 한 라 계 
구분 

건수 점유율(%) {!-"T-‘ 점유율(%) {!-"T-‘ 점유율(%) {!-"T- 점유율(%) 

30-39 3 13.6 4 50.0 12 63.2 19 38.8 

40-49 14 63.6 3 37.5 6 31.6 23 46.9 

50-59 5 22.7 12.5 5.3 7 14.3 

계 22 100.0 8 100.0 19 100.0 49 100.0 

Fig. 8-17. Accidents by age 

Table 8-22. Accidents by academic carrier (93-97) 

쌍 용 통 양 한 라 계 
구분 

건수 점유율(%) t 11l -까「、 점유율(%) t 111-까「‘ 점유융(%) 건수 점유율(%) 

초졸 9 40.9 3 37.5 7 37 19 38.8 

중졸 11 50.0 3 37.5 11 58 25 51 

고졸 2 9.1 2 25.0 1 5 5 10.2 

계 22 100 8 100 19 100 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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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8. Accidents by acadernic carrier 

Table 8-23. Accidents by rnonth(93-97) 

쌍 용 동 양 한 라 계 
구분 

점유율(%) I {매i~ι「 점유율(%) Z!4-‘ 점유율(%) Z!4-‘ 점유율(%) 건수 

1 1 4.5 1 12.5 1 5.3 3 6.1 

2 2 9.1 1 12.5 1 5.3 4 8.2 

3 2 9.1 1 12.5 4 21 .1 7 14.3 

4 1 4.5 2 10.5 3 6.1 

5 5 22.7 2 10.5 7 14.3 

6 2 9.1 1 5.3 3 6.1 

7 5 22.7 l 5.3 6 12.2 

8 1 12.5 1 5.3 2 4.1 

9 1 4.5 1 12.5 2 4.1 

10 2 9.1 1 12.5 3 15.8 6 12.2 

11 1 4.5 2 25.0 1 5.3 4 8.2 

12 2 10.5 2 4.1 

계 22 100.0 100.0 19 100.0 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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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9. Accidents by month 

Table 8-24. Accidents by week days(93-97) 

쌍 용 동 양 한 라 계 
구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T‘ 점유율(%) 건수 점유율(%) 

월 2 9.1 2 10.5 4 8.2 

화 2 9.1 3 37.5 l 5.3 6 12.2 

-/i「- 6 27.3 4 50.0 1 5.3 11 22.4 

.!2.. 3 13.6 2 10.5 5 10.2 .., 
二그 5 22.7 1 12.5 6 31.6 12 24.5 I p 

토 2 9.1 5 26.3 7 14.3 

일 2 9.1 2 10.5 4 8.2 

계 22 100.0 8 100.0 19 100.0 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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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0. Accidents by week days 

Table 8-25. Accidents by severity(93 - 97) 

구분 
쌍 용 동 양 한 라 계 

건수 점유율(%) {!~‘ 점유율(%) {!~‘ 점유율(%) t ?]」 -까「‘ 점유율(%) 

사망 1 12.5 1 2.0 
중상 10 45.5 6 7.5 16 84.2 32 65.3 
경상 12 54.5 1 12.5 3 15.8 16 32;7 
계 22 100.0 8 100.0 19 100.0 49 100.0 

Fig. 8-21. Accidents by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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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6. Accidents by job(93-97) 

쌍용 EtE〉。C>t 한라 겨| 

구 t::i 
점유률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

건수 건수 건수 컨수 
(%) (%) (%) (%) 

~아-1 。 I그} 4.5 2 10 .5 3 6.1 

채광 
발파 5.3 2.0 

기타 0 .0 
소계 4.5 3 15.8 4 8.1 

적재 6 27 .3 3 15.8 9 18 .4 

정리 0 .0 12 .5 5.3 2 4 .1 

중기 
운반 4.5 2 25.0 3 15.8 6 12.2 

정비 2 9.1 4 50 .0 6 31 .6 12 24.5 

기타 5 22 .7 12 .5 3 15.8 9 18 .4 

소겨| 14 63.6 8 100.0 16 84 .2 38 77 .6 
크렷샤 6 27 .3 6 12.2 

조쇄 
Beltconveyor 4 .5 2.0 

기타 0 .0 0 .0 
소?헤 7 31 .8 7 14.3 

합겨i 22 100.0 8 100.0 19.0 100.0 49 100.0 

Fig. 8-22. Accidents b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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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외 국의 광산재 해 분석 

8-2-1. 미국의 광산 째혜 

1978년부터 1996년까지 19년간의 미국 광산의 인원변화 및 재해 통계를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알 수 있다. 

1) 석탄광산 인원 통계 

석탄광산의 전체 종업원 수는 1978년에 똥5또8명으로 최대였다가 1996년 

에는 126，451명으로 약 50%나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갱내광산 종업원은 

143，993명에서 56，905명으로 약 60%가 감소되었고 노천광산 종업원은 75,668 

명 에 서 45，631명으로 40%가 감소되 었다. 

석탄광산의 재해를 보면 먼저 갱내 석탄광산의 재해발생 건수는 14，368건 

에서 6，158건으로 57%가 감소되었으나 재해율로 보면 13.22에서 11.47로 13% 

감소에 그치고 있어 갱내 석탄광산 재해감소의 원인은 절대 인원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재해 방지 노력의 결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결과는 역시 갱내 탄광에서 재해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사실엄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천탄광의 재해발생건수는 3，907건에서 1，376건으로 65%가 감소되 

었고 재해율은 6.02에서 3.42로 43%나 감소하였다. 즉， 노천광산에서는 인원감 

소의 영향보다는 재해방지 노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석탄광산의 사망재해통계를 보면 19년간 갱내 탄광에서는 사망자 수가 

57% 감소하고 재해율은 14% 감소에 머문 반면 노천 탄광에서는 사망자 수가 

63% 감소되고 재해율도 40%가 감소되어 역시 갱내 탄광보다는 노천 탄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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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해 감소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27. Change of mine workers 

구분 갱내 갱외 Mining 계 기타 전석탄광 

1978 143.993 75‘668 219.661 35.927 255.않8 

1979 148.없5 74.쟁6 223.211 37.218 260,429 
1980 142,649 71,790 214,439 38,568 253,007 
1981 137.305 43.317 180.622 69,116 249.738 
1982 132.875 71.089 203.964 37.490 241 ,454 
1983 101，뼈4 64,375 165,859 34,340 200,199 
1984 105.377 68.673 174.050 34,110 208,160 
1985 101.012 63.652 164.664 32.385 197.049 
1986 94,156 60,603 154,759 30,408 185,157 
1987 85.799 58,455 144.껑4 28.526 172.700 
1988 81.969 56.335 138.304 27.974 166.278 
1989 00,201 55,137 135，앓8 29,591 164,929 
1990 82,441 56.568 139.009 29.616 168.625 
1991 76.375 53.390 129.765 28.912 158.677 
1992 71,994 52,224 124,218 28,910 153,128 
1993 64,126 50.411 114.537 26.646 141,183 
1994 65.359 50.564 115.923 27.722 143.645 
1995 59,822 46,637 106,459 25,652 132,1 11 
1996 56.905 45.631 102.않6 23.915 126,451 

300 ,000 

250.000 

<f- 200.000 

끊l 
~~ 150 .000 

써0 1 oO ,ooo 

50 .0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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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Fig. 8-23. Coa1 min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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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8. Accidents of coal mines 

구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갱내광산 노천광산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14,368 13.22 3,9(J7 6.02 
18,037 14.05 3,636 5.32 
17,567 14.14 3，잃5 4.92 
14,207 12.68 3，1밍 4.79 
13,362 11.85 2,899 4.56 
8,773 10.07 2，잃5 4 
9,434 10.06 2,441 3.83 
8,331 9.15 2,321 3.93 
8,651 10.17 2,521 4.56 
12,234 15.65 2,870 5.37 
12,402 16.56 2,772 5.41 
11,553 15.71 2,973 5.81 
11,574 15.1 2,735 5.23 
10,835 15.37 2,380 4.94 
9,611 14.53 2,239 4.76 
7,902 13.96 2，αB 4.56 
8,234 13.98 2,024 4.52 
7,190 13.03 1,588 3.86 
6,158 11.47 1,376 3.42 

∞ 。〕。← N C') ..r αco 1'-∞ 。 o N C') ..r L[) CO 
1'- /'‘∞∞ ∞∞∞ ∞∞∞∞ ∞ rn rn rn rn rn rnα rn rn rn rn α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 • • • • • • • • • • • • • • r 

연도 

Fig. 8-24. Injury data of Coal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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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5. Injury rate of Coal mines 

Table 8-29 . Fatalities data of Coal mines 

Mining 
기타 전 석탄광 

구분 갱내 노천 소계 

사망자 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1978 76 0.07 17 0.00 93 0.05 13 106 0.05 
1979 115 0.09 15 0.02 130 0.07 14 144 0.06 
1980 102 0.08 23 0.03 125 0.06 8 133 0.06 
1981 121 0.11 21 0.03 142 0.08 11 153 0.07 
1982 95 0.08 20 0.03 115 0.07 7 122 0.06 
1983 54 0.06 12 0.02 66 0.05 4 70 0.04 
1984 100 0.11 16 0.03 116 0.07 9 125 0.07 
1985 53 0.06 12 0.02 65 0.04 3 68 0.04 
1986 60 0.07 21 0.04 81 0.06 8 89 0.05 
1987 42 0.05 16 0.03 58 0.04 5 63 0.04 
1988 30 0.04 13 0.03 43 0.03 10 53 0.03 
1989 46 0.06 17 0.00 63 0.05 5 68 0.05 
1990 48 0.06 12 0.02 60 0.05 6 66 0.04 
1991 45 0.06 11 0.02 56 0.05 5 61 0.04 
1992 40 0.06 12 0.03 52 0.05 2 54 0.04 
1993 26 0.05 12 0.03 38 0.04 9 47 0.04 
1994 24 0.04 18 0.04 42 0.04 3 45 0.04 
1995 26 0.05 16 0.04 42 0.04 5 47 0.04 
1996 33 0.06 5 0.01 38 0.04 39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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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6. Fatalities of Coal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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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7. Fatality rate of Coal m ines 

3) 금속. 비금속광산 인원 통계 

금속. 비금속 광산의 인원추이를 보면 전체 광산 종업원수는 잃8，577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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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29，045명으로 21% 감소를 보였으며 이중 갱내광산 종업원 수는 33，862명 

에서 16,320 명으로 52% 감소되어 갱내 인원이 전체 감소비율 보다 많이 감 

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었다. 노천광산 종업원은 113，421명에서 105，268명으로 

7% 감소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갱내 광업은 축소되고 노천광산을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금속. 비금속광산 재해통계 

부상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총 발생 건수는 78년 12，499건에서 96년에는 

6，018건으로 52%가 감소되었으며 재해율은 43%가 감소되었다. 이중 갱내광산 

에서는 발생건수가 86%나 감소되었고 재해율도 50%가 감소되었고， 반면 노천 

광산에서는 재해 건수는 35% 감소 재해율은 31%가 감소되어 갱내의 경우보 

다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갱내 광산은 대규모 광산만이 남아 있고 

노천광산은 소규모 광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망재해 추이를 보면 광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 건수로 보아 

78년에 98명에서 96년에는 37건으로 62%가 감소되었으며 재해율로는 57%가 

감소되었다. 이중 갱내 광산은 78년 39명에서 96년 7명으로 82%가 감소되었 

고， 노천광산의 경우는 78년 59명에서 30명으로 49%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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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0. Employees of Meta1 and Non-meta1 mines 

구분 갱내 노천광 Mining 계 기타 전광산 

1978 33,862 113,421 147，잃3 141,294 갱8，577 

1979 36,002 122,378 158,470 149,615 308,085 

1980 38,793 117,398 156,191 145，μ4 301，잃5 

1981 39,915 111,222 151,137 145,711 양)6，848 

1982 29,419 85,312 114,731 115,294 230,025 

1983 22,137 86,065 108,202 106,459 214,661 

1984 19,988 91,210 111,198 108,529 219,727 

1985 18,177 94,085 112,262 105,850 218,112 

1986 16,406 92,839 100,245 100,393 찌9，638 

1987 16,219 95,000 111,249 102，잃3 213,532 

1988 17,003 98,278 115,881 109,541 225,422 

1989 19，싫5 102,223 121,658 112,891 껑4，549 

1990 18,656 103,744 122,400 113,290 235,690 

1991 17，깡4 100，장4 117,588 112,519 230,107 

1992 16,306 99,484 115,790 108，π7 224,567 

1993 15,251 98,786 114,037 105,283 219,320 

1994 15,918 104,752 120,670 104,828 225,498 

1995 17,078 105,725 122,803 106,733 229,536 

1앉)6 16,320 105,268 121,588 107,457 22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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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1. Fatalities of meta1 and nonmeta1 mines 

구분 
갱내광산 노천광산 광산계 부대시설 전 광산 

사망자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사망자재해율 사망자 재해율 

1978 39 0.12 59 0.06 98 0.07 38 136 0.05 
1979 31 0.09 66 0.06 fJ7 0.07 26 123 0.04 
1980 24 0.07 52 0.05 76 0.06 29 105 0.04 
1981 32 0.09 34 0.04 66 0.05 25 91 0.03 
1982 26 0.1 15 0.03 41 0.06 11 52 0.03 
1983 14 0.08 34 0.05 48 0.05 14 62 0.03 
1984 19 0.11 39 0.05 58 0.06 22 80 0.04 
1985 19 0.12 25 0.03 44 0.05 13 57 0.03 
1986 10 0.07 32 0.04 42 0.04 7 49 0.03 
1987 10 0.07 47 0.06 57 0.06 10 67 0.03 
1988 10 0.06 23 0.03 33 0.03 16 49 0.02 
1989 11 0.06 29 0.03 40 0.04 8 48 0.02 
1990 12 0.07 33 0.04 45 0.04 11 56 0.03 
1991 10 0.06 35 0.04 45 0.04 8 53 0.03 
1992 7 0.05 29 0.04 36 0.04 7 43 0.02 
1993 18 0.13 22 0.03 40 0.04 11 51 0.03 
1994 9 0.06 22 0.02 31 0.03 9 40 0.02 

1995 7 0.05 36 0.04 43 0.04 10 53 0.03 
1996 7 0.05 30 0.03 37 0.03 10 47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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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일본의 광산째혜 통계 

일본의 석탄광업은 1874년에 시작되어 그 당시 210，아U톤의 생산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1961년에는 55，400，000톤을 생 

산하였다. 그 이후 석유 및 수입석탄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계속 감산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3.600.000톤/년으로 떨어졌다. 

Table 8-32. Principal data of Coal rnines in Japan 

생산량 
생산성 재해빈도수 

연도 
(백만톤) 

νmanshift， inj따ed persons per 탄광수 사망자수 종엽원 수 
month million worked hour 

1946 20.3 
1947 27.2 
1948 33.7 
1949 38.0 6.4 
1950 38.4 8.0 173.3 683 784 401,885 
1951 43.3 8.8 134.2 890 739 410,767 
1952 43.4 8.4 109.3 1047 679 430，잉8 

1953 46.5 10.2 87.0 969 686 379,677 
1954 42.7 10.7 79.5 801 682 331,796 
1955 42.4 10.8 70.0 873 666 325,912 
1956 46.6 11.4 67.8 831 613 340,620 
1957 51.7 12.3 68.7 881 653 350,474 
1958 49.7 11.6 75.5 829 632 357,517 
1959 47.3 11.7 76.0 745 574 336,753 
1960 51.1 13.8 79.8 693 616 309,473 
1961 54.5 16.2 95.6 673 642 280，아)() 

1962 54.4 18.2 107.3 487 491 249,756 
1963 52.1 21.6 114.6 371 881 201,135 
1964 50.9 24.5 110.3 295 342 173,217 
1965 49.5 25.0 113.8 260 641 165,103 

1966 51.3 27.1 114.1 227 347 157,706 
1967 47.5 27.9 114.9 188 248 141,910 
1968 46.6 31.3 111.8 174 267 123,970 
1969 44.7 35.0 106.7 122 192 106,349 

1970 39.8 38.6 94.5 87 170 8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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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33.5 40.1 84.2 73 101 69,677 
1972 28.2 40.9 83.2 62 118 57,424 
1973 22.5 42.0 58.9 44 63 44,635 
1974 20.4 42.6 33.6 41 57 40,002 
1975 19.1 40.3 29.7 36 68 39,476 
1976 18.5 40.5 26.8 36 29 37,969 
1977 18.3 41.5 25.6 28 58 36,809 
1978 19.0 43.5 22.4 33 27 36,467 
1979 17.7 42.8 19.9 32 45 34,445 
1980 18.1 45.4 17.2 32 22 33,230 
1981 17.8 45.3 16.6 34 124 32,653 
1982 17.7 47.1 13.7 34 24 31,256 
1983 17.1 48.8 10.0 36 17 29,225 
1984 16.7 49.7 10.8 33 100 28,008 
1985 16.4 51.0 8.4 28 83 26,810 
1986 16.0 52.4 5.8 30 15 25,536 
1987 13.1 56.5 4.3 28 8 19,275 
1988 11.3 63.9 4.5 27 6 14,669 
1989 10.2 70.0 3.1 27 7 12,171 
1앉)() 8.3 75.1 4.1 27 2 9,204 
1991 8.1 80.6 5.0 27 1 8,364 
1992 7.6 82.1 3.1 27 3 7,738 
1993 7.2 86.7 2.3 z 2 6,963 
1994 6.9 93.8 3.2 22 1 6,176 

석탄관련 통계를 보면 표 8-3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46년 이후 현재까지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1946-1955 

(1) 정부가 석탄생산과 철강업을 중홍하는 정책을 폈다. 

(2) 철재 지보가 도입되었으며 채탄막장의 기계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생산성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망 

재해와 재해율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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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956-1965 

(1) 기본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전이되는 시기였다. 

(2) 석탄광 합리화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3) 노사분규가 많았다. 

(4) 막장기계화 및 선기술 개발 도입 

(5) 채탄 조건 악화 

(6) 재해율 상승 

석탄 새산량 55，α)()，OOO톤/년 유지 

c) 19(굉 1975 

(1) 석유 수입 증가 

(2) 제 1차 오일 쇼크 

(3) 자주지보(Shield support)도입 

석탄생산 20，α)()，OOO톤/년 선 유지 

d) 1976-1985 

(1) 석탄생산 20，α)()，OOO톤/년 유지정책 

(2) 기술개발 둔화 

(3) Shield support를 이용한 장벽식 채탄볍 보급 

e) 1985-1996 

(1) 엔화 평가절상(엔고현상) 

(2) 석탄 생산량 10α” α%톤/년으로 정책 수정 

그림 8-31 , 8-32, 8-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간 광산 수는 1950년 

대 초 1 ，047개에서 22개로 감소되었고 종업원도 430，α)() 명에서 6，아)()명 주
 
)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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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배나 향상되 93.8톤으로 6.4톤에서 한편 생산성은 86%감소하였다. 으로 

연간 784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았 보면 1950년에 었다. 사망재해자 수를 

개선되었 획기적으로 정도로 며 
。없거나 1-2 사망재해가 전혀 으나 최근에는 

54배나 개선되었음을 무려 3.2로 173에서 보더라도 다. 사망 재해 빈도율을 

석 때 역시 볼 비교해 둥과 

었다. 

광산 

알수 

금속광산이나 석회석 

뇨二.Q..걷L 
.:n:. '0 i:프 가까이 탄광산의 재해 빈도는 두 배 

그리고 었다. 알수 

100 r ’ ._, 200 
00 F 섣 ~' ' j →-Pr여uctiα!' 서 l1li껴 180 

칸 80 ~ 1. →←Pr∞uc빼 } ‘ 거전 160 1-
t ‘ ‘ -Injury frequency JI ' '1 E 70 r, < ‘ r ’ ’ 니 I J n ""'1,",,", 1 1V:J F !Þ l 140 끔 >

ξ 60 ~ \ 찍 &-“‘ 'J '" i 120 잃 은 
쉰 5o k ;/ij”킹~씌흡;← - .. 톰r ι→ 세 100 등흘흥 
흑 40 r .~월’옳~ 측듣‘ ........... ι--- ‘ 、1';;::ι ;80 ξag 
930 1- 7 _~"‘ ι * ‘ 게 60 응 도 근 
ι 20 ~→←←-→ •• -'-~Jiï냥 .. - τ +l!t~‘ ........ 야짝싸카 40 을 를 

10 ~ →二......... r ι ““ι‘「、...... 펴 20 ~ -
l . ‘ .. , l ‘ i ‘ ... ... ’ ‘ . . ... . . “ . < ."":W"’ .. ‘ -‘ - ‘ ~~-꾀 Q o LL..Ù....J ‘ t: ,t : t _1 ’ “ I r 1' . I I ’ " ’ “ ” ‘ " , ’ ‘ ’ t t . t j-t~'í""" .......... ‘’ o 

1영6 1950 1 앉>4 1잊)8 1 앗)2 1966 1970 19741978 1앉Q1앉~ 1900 1994 

Rscal yí않f 

u
p띠
--

-
←
。
 
」@
P
E
그
Z
 

500000 

450000 

• 1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o ! . , “ 1 -l .•• “ “ · ‘ ’ “ ι ~ __ •• . 1' . . t I “ .-,-‘ ....,..--_ . .".. _21.二 o 1녁 •• t. - ...... 1 1l'%iUiill에k흩‘- ‘ --_. ι "，1 

1946 1950 1954 1958 1962 1966 197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Fiscal Year 

Fig. 8-31. Coa1 statistics of Japan 

-.-Coal 
mines 

--- Fatalities 

-."'.~‘ -‘-Lab。띤 

“<ip, 

1200 

m 

뼈
 % 

뼈
 
때
 

1
m
@
-
ι
-
-
m
g
m

←
 ←
。
」
@
D
E
그
Z
 

@
드
E
 -
m。
。

←
。」
m
D
E그
Z
 

Fig. 8-32. co머 data of Japan 

156 



Table 8-33. Disaster frequency 

coa1 meta1 limestone forest 

1984 10.8 3.8 2.5 18.65 

1985 8.4 3.9 2.2 15.02 

1986 5.8 3.6 1.8 13.87 

1987 4.3 3.2 2 13.39 

1988 4.5 3.1 1.7 11.68 

1989 5.1 2.5 1.9 11.45 

1990 4.1 2.3 2.2 11.1 

1991 5.0 2.9 2.3 8.45 

1992 3.1 3.1 1.8 9.97 

1993 2.3 2.2 1.5 9.05 

1994 3.2 1.6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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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 론
 

1. Hurnan factor 란 장비， 도구， 시설， 공정， 환경 등의 설계에 있어서 인간 

의 특성， 능력， 가능성， 습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과학이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광법과 장비가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작업원의 육체적인 능력과 작업상 요구되는 일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 

가? 

-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작업자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 

가? 

- 조직과 경영의 변수가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하나의 시스템은 더 큰 어떤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으며 그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안에 또 다른 하위 시스템 (sub systern)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closed-loop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 

의 sub-systern으로 전체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성요소(cornponent)이 

다. 

인간은 시스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1) 감지 (시 각， 청 각， 촉각) 

(2) 저장(기억) 

(3) 정 보처 리 (思考)

(4) 의사결정 

(5) 설행(행동，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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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구성 요소는 비록 미미할지라도 다 

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 하위시스템， 구성요소에는 각각 입력 

(inputs)과 출 력 (outputs) 이 었 다. 

4. Human factor에 대한 태도에 관한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human factor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human factor가 설계시 고려되 

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기술자들은 설계시 human 

factor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다. 

5. 인간과설(Human eπor)이란 효율성 안전성 또는 시스템의 성과를 떨어 

뜨리거나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의 결 

정， 또는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작업 자 과실 (Operator-induced eπor) 

’ 설 계 자 과설 (Designer-induce error) 

, 시 스 뱀 과설 (System-induce error) 

6. 인간과실 중 작업자의 과실 행위 (Action c1assification of human error) 

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누락 과실 (errors of omission) 

, 행 위 과실 (errors of commission) 

, 작업순서 과실 (sequence errors) 

, 때 놓침 과설 (timing errors) 

7. 지금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광산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약 85%가 인간 

과실에 의한 사고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uman 

Factor 연구에 의한 Human Error의 방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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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계에 달하게 된다. 

8. 사고원인에 대한 이론(Theories of accidentcausation)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사고 취 약성 이 론(Accident proneness theory) 

2) 일 의 내 용과 작업 자 능력 이 론(Job demand versus worker capability 

theory) 

3) 심 리 학적 이 론(Psychologica1 theory) 

9.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나 물리적인 환경에만 관섬을 

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직적인 문제와 경영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 

다. 

10. 1971년부터 1997년까지 26년간의 국내광산 재해통계를 분석 하여 전반 

적인 경향을 보면， 광산 수는 1，200여개에서 378개로 1/3로 감소되었고， 총 종 

업원 수는 57，142에서 14，543명으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재해 

건수는 7，295건에서 342건으로 95.3%나 감소되어 인원 수 감소율에 비하여 훨 

씬 많이 감소되어 그간의 재해방지 노력이 큰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사망재해는 211명에서 25명으로 88% 감소， 중상은 1 ，846명에서 215명 

으로 88%감소， 경상자는 5，238명에서 102명으로 98%가 각각 감소되었다. 이 

기간중 가동 100만명당 재해율을 보면 사망은 1 1.9명에서 5.7명으로 52%감소 

를 보였다. 

전체 재해중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석탄광산이 85%, 기타 금속 비금속 광 

산이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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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간 중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형재해를 집계해 보면 건 

수로는 가스관련사고 22건에 102명 사망， 낙반붕락 사고 21건에 114명 사망， 

출수사고 16건에 114명 사망， 화재 4건에 72명 사망 순이며， 동시에 최대희생 

자를 낸 사고는 44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었다. 1건당 사망자 수를 보 

면 화재사고가 18명/건， 출수사고가 7.1명/건， 가스사고가 5.2명/건， 닥반붕락사 

고가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11. 같은 기간 중 석탄광산의 통계를 보면 광산 수는 1987년도 363 개를 

최대로 하여 11개로 감소되었으며 종업원수는 68，861명에서 9，543명으로 86% 

나 감소되었다. 한편 재해는 총 건수 6.182건에서 235건으로 96%가 감소되었 

으며 이중 사망재해는 최대 229명에서 15명으로 93%감소， 중상은 2，없8명에서 

142명으로 95% 감소 경상은 4.Z77명에서 78명으로 98%가 감소되었다. 이 기 

간중 백만명당 재해율을 보면 사망은 13.6에서 3.3으로 76%의 감소를 보였다. 

12. 국내 석탄광산의 재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해 유형별로는 운반재해 

가 23.6%로 제일 많고 다음이 낙반. 붕락 재해로 22.2%였다. 즉， 운반 장치의 

설계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human factor적으로 연구 되어야할 필요가 있 

음이 암시되어 었다. 

13. 부상 부위별로는 손가락발가락， 머리， 허리 및 하퇴부 순으로 나타나 있 

으며， 재해발생 요인으로는 재해자 본인의 과실이 81.2%로 외국의 분석결과 

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80%가 넘는 재해가 인간과실(Human eπor)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간과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수행하고있는 

Human Facto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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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도별 재해 구성비를 보면 중상이 62.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 

(33.1%), 사망(4.7%)순으로써 탄광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상도가 높고 사망 

재해율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 장기간에 걸친 재해율 감소 경향을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최근 18년 

간에 사망자 93% 사망사고율 76% 가 각각 감소되었다. 일본은 최근 23년간 

사망자99%， 사망사고율 99%감소되었다. 이와 비슷한 기간인 최근 26년간에 

한국은 사망자 91%, 사망사고율 75% 감소를 보여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미국 

과 같은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해예방 노력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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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집 

Absent-minded syndrome; 방심 증후군 

accident & injury; 사고와 부상 

accommodation; 원근조절 

affliction ; 고통， 고민 

alienation 소외 , 소외 감 

anatomical characteristics 해부학적 특성 

anthropometrγ ; 인 체측정 학 

anxiety 걱 정 , 근섬 

aqueous humor; 水樣波

attention; 집중， 주의 력， 주목 

attentional resources 집 중에 필요한 자원 

autosuggestion 자기 암시 

blunting ; 둔함 

bypass of consciousness 의 식 의 간과 

carelessness 부주의 

cerebro-physiology 뇌 섬 리 학 

cerebrum 뇌， 대뇌 

circadian rhythm ; 24시간리듬 

cognition 인식， 인식력， 지식 

components 구성 요소 

confirmation 확인 

control 제 어 장치 

cornea , 각막 

171 



cortex 대뇌피질 

critica1ity ; 한계 성 

confinnation 따ter operation 실 행 후 확인 

constr없nts 필요조건 

decision making 의 사결 정 

desire 욕구 

display ; 표시 장치 

diurna1 rhythm ; 書間리 듬 

divided attention ; 분할집 중 

dynamic data ; 동적 자료 

embarrassment 당횡 

emotions 정 서 , 감정 , 감동 

engineering psychology 공 업 심 리 학 

far point ; 遠點

feeling ; 감정 , 기 분， 느낌 

focused attention 초 점 집 중 

forgets , forgetfulness 망각 

frequency 빈도수 

frustration 좌절， 실 망 

Highly sσung feeling 매우 홍분된 감정 

human engineering 인간공학 

impatient 참지 못함 

impulse 충격 

indefinite 불분명한 

indulge 탐익하다 

instinct 직 관， 본능 

interview 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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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ion 착각 

lns , 紅彩

irritation 초조， 짜증 

instruction, movement 지 시 및 실 행 

judgement, decision 판단， 의사결정 

long term memory 장기 기 억 

loudness 음의 세기 

masking 차폐 

memory , 기억， 기억력 

menta1 workload ; 정 신 적 인 작업 부담 

miss percepts 오 인 

near point 近點

negligent ; 등 한한 

neo-cortex 신 피 질 

offilsslOn , 누 락 

observation 관찰 

oversight 간과 

pa1eo-cortex 구피 질 

percelve , 감지 하다 

perception 감지， 인지 확인 

physiologica1 adjustment ; 생 리 적 조정 

preconception 선 입 견， 편 견 

preperception 사전 인 식 

processing time 처 리 시 간 

pupil ; 睡孔

recognize , 인 지 하다 

response time 반응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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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na 망막 

safety consciousness 안전 의 식 

seat reference point 의 자 기 준점 

sensitivity 민감도， 감수성 , 감도 

shift work ; 교대작업( 

smell 후각 

sound 음 

sound wave 음파 

static data ; 정적 자료 

stench system 경고를 하는 방법으로 냄새를 통기계통에 불어넣는 방법 

stimuli 외 부자극 

stimulus reception time 외부자극 접수시간 

system; 시스템 

subsystem 하위 시 스템 

temporal uncertainty 자극의 불확실성 

tone and loudness 음색과 강약 

tone 음색(실제는 주파수) 

unamiable relation 불화 

unconsclOusness , 무의 식 

uneasiness , 불안， 불쾌 

unsatisfaction 불만족 

vigilance task ; 지 루한 작업 

visual acuity 시 력 

volition 의 지 력 

working memory 일상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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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STATIC ANTHROPOMETRIC DATA 
FOR MALE AND FEMALE MILlTARY PERSONNEL 1 

3 
4 

12-커 

2 

7 

8짧
 Figure A-1.-Standing body dimensions. 

Table A-1.-Standing body dimensions, Inches 

Figure 5th percentile 95th percentile 
refer. 122.4. 102.3-lb 201 .9- 164.3-lb 
ence Ib male female Ib male ’emale 

Stature 64.1 60.0 73.1 68.5 
2 Eye height 59.5 55.5 68.2 63.9 
3 Shoulder (acromiale) height 52 .6 48.4 60.7 56.6 
4 Chest (nipple height) ' 46 .4 43.0 53.7 50.3 
5 Elbow (radiale) height 39.8 37.4 46.4 43.6 
6 . Fingertip (dactylion) height 24 .4 22.2 29.2 27.0 
7 Waist height 38.0 36.6 45.3 43.4 
8 Crotch height 30.0 26.8 36.1 33.0 
9 Gluteal furrow height 28.8 26.2 34.5 31.9 
10 Kneecap height 18.7 17.2 23.1 20.7 
11 Calf height 12.2 11 .4 16.0 14.4 
12 Functional reach 28.6 25.2 35.8 31.7 
13 Functional reach , extended 33.2 28.9 39.8 36.5 

, Bustpoint height !or women 

‘ From U .S. Departmcnt of Defense MIL.STD.1472B“‘Human Engineering Guide to Equipment Design," Dec. 31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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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A-2.-Seated body dimenslons. 

Table A-2.-Seated body dlmenslons, Inches 

Figure 5th percentite 95th percentite 

re’er. 122.4- 102.3-lb 201 .9- 164 용tb 
ence tb male ’emale Ib male female 

14 ... Vertical arm reach, sitting 50.6 46.2 58.2 54.9 
15 ... Sitting height, erec1 . 32.9 31 .1 38.2 35.8 
16 Sitting height, relaxed .. 32.1 30.5 37.3 35.3 
17 ... Eye height, 8itting erec1. 28.3 26.6 33.3 31 .2 
18 Eye height, sitting relaxed ... 27.6 26.1 32.5 30.7 
19 . . . Midshoulder height 22.3 21.2 26.7 24.6 
20 Shoulder height, sitting .. 21 .3 19.6 25.7 23.7 
21 .. ‘ Shoulder.1∞w ’ength 13.1 12.1 15.6 14.4 
22. Etbowilrip len명h .. 12.5 11 .6 15.1 14.0 
23 Elbow-fingertip Ieng1h . 17.3 15.7 20.5 16.7 
24 ... Elbow rest height .. 6.9 6.4 11 .0 10.6 
25 Thigh ctearance height ... NA 4.1 NA 6.9 
26 Knee height, sitting . .. 19.6 16.5 23.7 21 .6 
27 Popliteal height 15.6 15.0 19.7 16.0 
26 Buttock -knee leng1h .. 21 .6 20.9 25.9 24.9 
29 Buttock-popliteat leng1h 17.9 17.1 21 .5 20.7 
30 Buttock.heet leng1h . 17.9 17.1 21 .5 20.7 
31 . ‘ • Functionat leg leng1h ... 43.5 39.2 50.3 46.7 

NA Not avail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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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Body depth and breadth dimensions. 

Table A-3.-Body depth and breadth dimensions, inches 

Figure 5th percentile 95th percentile 
refer- 122.4- 102.3-lb 201 .9- 164.3-lb 
ence Ib male female Ib male female 

32 Chest depth' 7.5 7.7 10.5 10.7 
33 8uttock depth ‘ ‘ NA 7.2 NA 9.6 
34 Chest breadth 10.8 9.9 13.5 12.4 
35 Hip breadth, standing 11 .9 12.4 14.5 15.6 
36 .. Shoulder (bideltoid) breadth 16.3 15.0 19.6 18.0 
37 . Forearm-forearm breadth 15.7 13.0 21 .1 17.7 
38 Hip breadth, sitting 12.1 13.0 15.1 17.3 
39 Knee-knee breadth ‘ 8 .4 9.1 10.5 12.0 

NA Not available 
, 8ust depth ’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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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TYPICAL JOINT MOBILlTY DATA 
SHOWING 5th and 95th PERCENTILE MALE AND FEMALE LlMITS 

Mole Femole 

1‘ l ι-..... Percentile ............. 5th 95’h 5th 95’h 

r.꽤힘멍 I Ankle extension {Al 180 580 36" 640 

’ ,:} ‘iJf Ankle flexion {Bl 23" 47" 9" 29" 

‘.::'-::‘ 

짧 2 Knee flexion 

、." Þ 3 Knee rototion 
pf I Mediol (A) 

I L.. ~빼 rototion 컴，" 63" 4 0" 72" 
l.~암-.. Loterol {Bl ~ ' _ _ IA 

、‘{B

129'" 159" 121" 147" 

15" 550 25" 63" 

젠썩、=4 Hip flexion 92" 134" 56" 1040 

繼
빼
 

Hip obduction {Al 

Hip obduction {Bl 

33" 730 Unknown 

11 0 51 0 바，kno‘n 

6 Hip rototion, sitting 
Loterol {Al 160 450 4σ 72" 
Mediol {Bl 160 46" 25" 63" 

鍵샤
 

F얘rcentile 

Male Femole 
.. 5th 95th 5th 95th 

Foreorm $Uαnotion IAI 770 1490 61" 1170 

Foreorm α。notion {Bl 370 1170 770 1270 

Elbow flexion 260 159" 얘0" 1630 

IT’"l:그 9 51、。ulder flexiα{Al 1680 208" 1510 1840 

즐r s:=-s, 객 5houlder e‘’ension ‘Bl 380 840 250 580 

:‘:뱃 
\、

"i'ii 

蠻、 ι”냉
 

혔
擺
 

앙1αJlder 이lduc’ion {Al 330 630 ur、k、。wn

Shou얘er obduction {Bl 1060 κ20 내，known 

S뼈ulder rototion 
Lo’erol {Al 130 550 15" 520 

5houlder rOlotion 
Mediol {Bl 61 0 1330 139" 1810 

Flgure 8-1.- Typlcal J이nt mobl\lty data. (Copyright 1972 by John Wiley and Sons, and reprinted by permissio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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