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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 연구들은 무인항공기 사고의 주원인으로 인적요인을 지목하고 있고, 이러한 인적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HFACS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HFACS를 이용해 무인항공기 사고의 인적요인을 분석했던 국내외 사례는 주로 군용 무인항공
기가 대상이었는데, 항공사고를 유발하는 인적요인 정보를 분석하여 객관적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HFACS가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도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의 성능과 운용 여건을 고려한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한다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HFACS version 7.0
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했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
에 활용할 수 있는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하였다.

[Abstract]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point to human factors as the main ca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and HFACS is 
introduced as a technique to effectively analyze these human factors. Until now,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analyzing the human 
factors of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using HFACS were mainly targeted by military unmanned aerial vehicles, which can be 
used as an objective cause identification and similar accident prevention tool.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focus of HFACS 
application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nd operation condition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s is expected to greatly 
help identify the cause and prevent recurrenc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Based on HFACS version 7.0, this study analyzed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data conducted by Korea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to identify the focus of 
HFACS application that can be used for domestic civilian unmanned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s.

Key word : Civil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Aircraft accident/incident investigation, 
Human factors,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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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외 다수 무인항공기 사고가 조종자의 인적요인   

(human factors)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사고

조사 시 인적요인 분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hompson & Tvarynas(2005)는 무인항공기 사고에 대한 인적요

인의 역할을 평가한 연구에서 사고의 68%가 운용 또는 정비 시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1]. 국내에서 공

군항공안전단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RQ-4(Global 
Hawk) 도입 및 운용에 따른 인적요인 관련 취약점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무인항공기 사고 시 인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약 70% 수준임을 시사하였다[2].
Thompson & Tvarynas의 연구와 공군항공안전단 연구의 공

통점은 무인항공기 사고의 주요 인적요인을 규명하고자 인적

요인 분석 및 분류 체계(HFACS;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HFACS는 인지심

리학적 측면에서 인적 오류의 발생 원인에 접근한 

Reason(1990)의 스위스 치즈 모델(Swiss Cheese model)을 기반

으로 하며, 수천 건의 군 항공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

요인 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왔다[3].
특히 HFACS는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한 능동적 실패요인뿐

만 아니라 잠재적 실패요인도 규명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

(taxonomy)가 구성되어 있어 항공 운항뿐만 아니라 해양, 선박, 
광업, 상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고 원인 분석에도  활용되

고 있다[4].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HFACS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 또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 동향을 파악

하고 군사 분야 무인항공기 사고 관련 HFACS 적용 연구를 참

고하여 항공사고에 해당하는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

에 활용할 수 있는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현황 분석 및 이론적 고찰

2-1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현황

1) 국내법상 민간 무인항공기 정의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제2조는 ‘무인항공기’를 “사람이 탑승

하지 아니하고 원격 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자체중량과 길이에 있어 우측 

상단의 표 1 기준에 속하는 무인항공기(무인비행기, 무인헬리

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를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

행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무인비행장치의 기준

Table 1. Criteria of unmanned aerial vehicle
Type Criteria of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irplane,
unmanned
helicopter,
unmanned
multicopter

A self-weight of less than 150 kilograms, excluding 
the weight of fuel, is defined as a "unmanned 
powered aerial vehicle" of an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irship

A self-weight of 180 kilograms or less and a length 
of 20 meters or less, excluding the weight of fuel, is 
defined as a "unmanned airship" of an unmanned 
aerial vehicle.

2) 민간 무인항공기 활용 현황

국내에서는 민간 무인항공기가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대여

업 등을 중심으로 활용분야를 넓혀왔고 관련 응용 시장 또한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5]. 특히,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운

용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콘시스템

은 농업용 무인방제헬기 뿐 아니라 농업용 무인멀티콥터 시스

템까지 구축하였고 ㈜성우엔지니어링은 다목적 무인헬리콥터 

Remo-H를 수십 대 제작·공급하였다[6].

3) 민간 무인항공기 조종자 자격취득 및 안전성 인증 현황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조종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

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

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를 “초경량비행장치조

종자”로 규정하고, 기체 종류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
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자격시험을 진행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조종자 자격취득 현황은 아

래 표 2와 같으며, 무인멀티콥터 자격 취득자 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에 따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

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

대이륙중량이 25 kg을 초과하는 것과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

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 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 m
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 대상이다. 안전성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3쪽 상단의 표 3
과 같이 최근 5년간(2015~2019)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

의 인증 건수는 매년 수백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8].

표 2. 연도별, 기종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현황

Table 2. Status of qualification for pilo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by year and type of aircraft

year
unmanned
airplane

unmanned
helicopter

unmanned
multicopter

unmanned
airship

2015 0 205 205 4

2016 0 454 545 0

2017 0 461 2872 0

2018 6 95 11291 7

2019 14 70 147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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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항공기 종류별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현황

Table 3. Status of unmanned aerial vehicle safety 
certification by year and type of aircraft

year
unmanned
airplane

unmanned
helicopter

unmanned
multicopter

unmanned
airship

2015 0 304
 8

2016 0 517
 8

2017 0 310 189 7

2018 0 340 214 7

2019 0 333 281 13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17.03.30), unmanned rotary wing 

aircraft are subdivided into unmanned helicopters and unmanned 
multicopters.

4)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의 정의

국내 민간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는 초경량비

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8항에 따라 아래 표 4와 같이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 정의에 포함되는 3가지 상황으로 설명된다. 

5)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 현황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1)는 항공안전법으로 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2009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총 4건
을 조사하였다.

우측 상단의 표 5는 4건의 무인항공기 사고에 대한 개요를 

요약한 내용으로써 주목할 점은 구조적 손상 또는 크게 파손된 

무인헬리콥터 사고 비중이 높았고,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

콥터 모두 인명피해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사고의 기준

Table 4. Criteria of unmanned aerial vehicle (ultralight 
aerial vehicle) accident

sort ultralight aircraft,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A
Death, serious injury, or disappearance of a person due to 
an ultralight aerial vehicle

B Ultralight aerial vehicle crashes, crashes, or fires

C
Where the location of the ultralight aerial vehicle is not 
available or accessible

1)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항공사고 및 철도
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
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동종·유사 사고 예방과 국민의 안
전 증진에 기여한다.

표 5. 무인비행장치 기체종류별, 파손 정도별, 인명피해 정도별 

사고 현황

Table 5. Status of accidents by type of unmanned aerial 
vehicle, degree of damage, and casualties

sort
by type of 
u n m a n n e d 
aircraft

by degree of damage by casualties

accident 1
unmanned
helicopter

structurally damaged 1 death

accident 2
unmanned
helicopter

totally damaged not applicable

accident 3
unmanned
helicopter

totally damaged not applicable

accident 4
unmanned
multicopter minorly damaged

 3 minor injuries


The propeller was damaged by the impact on the ground, but 

other parts of the gas were fine.

2-2 HFACS

1) HFACS의 발전 배경

HFACS(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는 

Reason(1990)의 스위스 치즈 모델을 바탕으로 고안된 인적요인 

분석 기법(tool)이다. 
미 해군의 행동 과학자들은 스위스 치즈 모델을 기반으로 사

고조사 결과나 사전 발견 조치 등을 통해 인적 오류의 원인, 즉, 
능동적/잠재적 실패요인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Taxonomy of unsafe operations”라는 이름으로 미 해군 안전센

터에서 수집한 해상·항공사고의 데이터에 대한 최초 분석작업

을 시작하였다. 이후 미 육군 및 공군 안전센터, 미연방 항공청,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 등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금

의 HFACS로 발전하였다[9].

2) 잠재적 실패요인

그림 1. 인적 오류 원인에 대한 “스위스 치즈” 모델 

Fig. 1. The “Swiss Cheese” model of human error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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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ACS의 근간인 스위스 치즈 모델은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s)와 같은 능동적 실패요인보다도 능동적 실패요인이 활성

화되기까지의 잠재적 실패요인(latent failures)을 밝히는데 큰 

유용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Reason(1990)
은 잠재적 실패요인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3쪽의 그림 1과 같이 첫 번째 잠재적 실패요인은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for unsafe acts)으로써 불안전한 

행동의 유발과 관계된 정신적 피로, 불분명한 의사소통, 잘못된 

관행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잠재적 실패요인은 불안전한 감독(unsafe 

supervision)이고, 세 번째 잠재적 실패요인은 조직의 영향

(organizational influences)으로써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전제조건을 형성하게 하는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HFACS는 인적요인사고 원인을 능동적 실패요인 1가지 및 

잠재적 실패요인 3가지 등 총 4개의 top level로 분류하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가능하도록 한다[9].
HFACS version 7.0에 따르면 4개의 top level은 스위스 치즈 

모델을 기반으로 1) acts, 2) preconditions, 3) supervision, 4) 
organizational influences이며, 각 level은 하위 근본범주(root 
category)와 세부코드(nanocode)로 구성된다. HFACS가 업그레

이드 됨에 따라 이전 version과  비교 시 top level의 명명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acts는 unsafe acts를, preconditions는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를, supervision은 unsafe supervision
과 동일한 개념이다.

우측 상단의 표 6은 미 국방부 HFACS의 version 7.0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HFACS version 5.7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유익점을 지니고 있다[10].
1. 인간 오류 패턴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 가능

2. “무엇”에 대한 것보다 “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음

3. 데이터 기반의 접근 활성화

4. 단순 운용 이외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

HFACS version 7.0은 사고당사자의 처벌보다는 사고의 재

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s)와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for unsafe acts)이 개인적 차원에

서 더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의 명칭 및 분류기준 등이 

기존 HFACS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기존의 HFACS에서는 불안전한 행위의 

“skill-based errors”가 일상적인 작업 수행 중 절차, 훈련 또는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로 정의되었으나, HFACS 
version 7.0에서는 특정한 동작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의 

관점에서 “performance-based errors”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정

의되었다. 따라서 같은 “기술 기반의 오류”라 하더라도 

skill-based errors보다 performance-based errors가 더 큰 넓은 개

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기존 HFACS와 달리 HFACS version 7.0에서

는 불안전한 행위의 “misperception errors”를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의 하위 구성요소로 규정하였다.

표 6. HFACS 7.0 버전 구성요소

Table 6. HFACS version 7.0 components
top level root category

acts

performance-based errors 1)

judgment & decision-making errors

violence

preconditions

physical environment

technological environment

teamwork

physical problem

state of mind

sensory misperception 2)

mental awareness

supervision
planned inappropriate operations

inadequate supervision

organ i za t iona l 
influences

resource problems

personnel selection & staffing

policy & process issues

climate/culture influence

1) The U.S. Air Force's DoD HFACS version 7.0 describes 
‘skill-based errors’ as “performance-based errors”.
2) Unlike HFACS version 5.7, it is a root category corresponding to 
preconditions in version 7.0.

2-3 HFACS를 활용한 국내외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분석 선행

연구

주요 선행연구들은 HFACS가 무인항공기 운용자의 인적 오

류 발생 요인을 식별하고 무인항공기 사고조사에 활용할 수 있

는 기법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4].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이 

군 수요를 바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6], 국내외 선행연구들 

또한 군용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HFACS에 관심을 가져왔다.

1) 한국공군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HFACS 연구

구본언(2018)은 ‘군용 무인항공기시스템의 조종사 휴먼에러 

취약요인’ 연구를 통해 한국공군 무인항공기 기종별 HFACS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인항공기 운용자의 휴먼에러 유발 

요인으로 절차적 오류,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 실패, 의사결정 

오류, 숙련도 문제, 잘못된 절차/지침서 등을 식별하였다[2].
2018년 8월 공군항공안전단은 우리나라 공군 무인항공기 조

종사들을 대상으로 HFACS 항목 중 무인항공기시스템의 휴먼

에러 유발요인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개인별로 작성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 분석 결과 자원의 획득/관리,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는 HFACS top level 차원에서 조직의 영

향(organizational influences)이 유발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2].

2) 터키 군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시스템 HFACS 연구

Oncu & Yildiz(2014)는 터키 군의 중고도 장기체공(MALE; 
medium-altitude long-endurance) 무인항공기 조종사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적요인 취약요소 식별을 위해 미 해군 무인

항공기 사고자료와 관련 위해요인(hazard) 데이터를 기반으로 

터키군에 적용할 수 있는 HFACS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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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터키 장기체공 무인항공기시스템 HFACS 분석으로 도출된 

주요 인적 기여요인

Table 7. Major human contributing factors from Turkish 
MALE unmanned aircraft system HFACS analysis

top level
root
category

nanocode

unsafe acts

performance-
based errors

procedure not followed correctly

judgment & 
decision-maki
ng errors

inadequate real‐time risk 
assessment  

precondit ions 
for unsafe acts

technological 
environment

communication equipment 
inadequate / instrumentation and 
sensory feedback systems

teamwork
task/mission planning / briefing 
inadequate

state of mind overconfidence, complacency

organizational 
influences

policy & 
process issues

procedural Guidance / 
publications, program oversight / 
program management, 
organizational training 
issues/programs 

연구 결과, 조종사의 불안전한 행위, 즉 능동적 실패요인은 

기술 기반 오류(skill-based errors), 그리고 판단 및 의사결정 오

류임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잠재적 실패요인으로는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 하 기술환경적 요인과 조직의 영향 범주 하 정

책 및 절차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실패요

인 및 잠재적 실패요인에 관한 세부내용은 위 표 7의 nanocode
에서 살펴볼 수 있다. 

3) 미군 원격조종항공기 사고 관련 HFACS 연구

Tvaryanas, Thompson & Constable(2006)은 1994년부터 2003
년까지 10년간의 미군의 원격조종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사고 221건에 대하여 HFACS를 적용하였고, 사고원인 

중 조종사의 인적요인 요소를 분류하였다[12].
분석 결과, 우측 상단의 그림 2와 같이 top level 차원에서 미 

공군과 해군/해병대는 잠재적 실패요인에 해당하는 ‘조직의 영

향(organizational influences)’이 약 64%로 가장 높았고, 미 육군

은 능동적 실패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unsafe acts)이 약 30%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불안전한 감독은 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육·
공·해군/해병대 평균 2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전체 사고에 대한 미군별 최상위 HFACS 인적요인 비율

Fig. 2. Top-level HFACS human factors by military service 
as percentage of total mishaps

어떠한 ‘조직의 영향’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

로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3과 같이 미 공군, 육군, 해군/해병대 

모두 root category 단계에서는 resource/acquisitions 
management(자원/획득 관리) 비율이 높았고, 세부 코드

(nanocode) 단계에서는 acquisition policies/processes(정책/절차 

마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능동적 실패요인인 unsafe acts의 root category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6쪽의 그림 4와 같이 기술 기반 오류

(skill-based errors)와 위반(violations) 측면에서 각 군이 차이를 

보였고, 기술 기반 오류와 위반은 서로 부(-)의 상관성을 가진다

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림 3. 미군별 무인항공기 운용 시 인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전체의 빈도에 대한 자원/취득 관리 하위 근본 범주 

및 정책/프로세스 습득에 관한 세부 코드의 기여도를 전체 

사고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

Fig. 3. Contribution of resource/acquisition management 
root category and acquisition policies/processes 
nanocode to the overall frequency of organizational 
influences causal factors by military service as 
percentage of total mis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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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군별 무인항공기 운용 시 전체 불안전한 행위에 대한 

주요 불안전한 행위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

Fig. 4. Categories of unsafe acts as percentage of total 
acts by service

반면 판단 및 의사결정 오류(judgment & decision-making 
errors)와 인지 실패 오류(misperception errors)은 각 군이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4  종합 및 시사점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현황과 사고 추이를 파악한 결과 국내

에서는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 운용 비중이 크고 사고

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무인헬리콥터 사고는 기체에 중대한 손상 및 인명피해

를 유발하였고, 무인멀티콥터 사고 또한 사고 현장 주변의 민간

인 3명을 상해시키는 등 물적, 인적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발

생시켰다. 따라서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항공기의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또한 심각할 것으

로 예상된다.
Thompson & Tvarynas(2005)는 무인항공기 사고의 약 68%

가 조종자의 인적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12],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HFACS가 군용 무인항공기 사고

관련 인적요인 분석과 적용중점 파악에만 활용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에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HFACS 적용중점 식별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고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건의 민간 무인

항공기 사고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를 분석하여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반 인적요소 관

련 사항들을 미 DoD2) HFACS version 7.0 기반의 능동적 실패

요인, 잠재적 실패요인 등 top level의 하위 근본 범주(root 
category)와 세부 코드(nanocode)에 대입하여 국내 민간 무인항

공기 사고조사 HFACS 적용중점을 식별·제안하고자 한다.

Ⅳ. 실증 분석

4-1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결과 일반사항

현재 우리나라 민간 분야에서 항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사고 원인을 결정하는 공

식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항

공사고조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9년 처

음으로 무인항공기 관련 사고조사에 착수하여 4건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13]. 사고조사보고서 4건 중 3건은 무인

헬리콥터 사고, 1건은 무인멀티콥터 사고에 관한 것이다. 참고

로 여론을 통해 알려진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과 관련한 몇몇 

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할권 외의 사고로 공식적인 

조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아래 표 8의 내용은 실증 분석 대상인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의 주요 정보(보고서 번호, 사고 유형, 사고 일자/공표 일

자, 기체 형식)이다.

표 8.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주요 정보

Table 8. Key information on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investigation reports

category

report number

type of accident

date of accident / Date of publication

type of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1

ARAIB/UA0903

Collision with pilot in flight

2009. 8. 3. / 2010. 12. 31.

RMAX L17, S7044(unmanned  helicopter)

accident 2

ARAIB/UA1504

Falling after collision with ground obstacle during 
aeronautical pesticide spraying

2015. 7. 14. / 2016. 7. --.

REMO-H2, S7346(unmanned  helicopter)

accident 3

ARAIB/UA1703

Falling after missing during aeronautical pesticide 
spraying

2017. 7. 13. / 2017. 9. --.

RMAX L17, S7224(unmanned  helicopter) 

accident 4

ARAIB/UA1902

Crash caused by gusts of wind during takeoff

2019. 4. 2. / 2019. 8. --.

INSPIRE 1, No registration required(unmanned 
multicopter)

2) Department of Defense(미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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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고별 인적요인 식별을 위한 HFACS 분석

1) 사고 1 (보고서 ARAIB/UA0903)
사고 1에 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ARAIB/UA0903은 운영자의 방제업무에 대한 안전 규정, 부적

절한 직원 채용 등 안전관리·감독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륙 전 

조종기의 피치 트림 스위치를 3단위로 잘못 설정한 조종자에게 

무인헬리콥터가 충돌하였던 사고로써 사고 당시 기체의 비정

상적 움직임으로부터 대응하기에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판단 

및 능력이 부족했고 자격, 교육 및 훈련 방법에 관한 관리가 미

흡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14]. 
또한 본 보고서는 사고 원인 관련 내용으로 “피치 트림 스위

치의 설정 잘못이 비행 전 인지·수정되지 않았고, 조종자의 기

체 후진 비행 제어가 적절치 않았던 것”이었다는 점을 명시하

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고 기여요인을 언급하였다.
Ÿ 운영자의 방제업무 관련 안전 규정 및 감독 미비

Ÿ 제작사 운영자 교범에 트림 스위치 확인 절차 누락

Ÿ 제작사의 안전거리 기준이 조종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음

Ÿ 조종자의 기술 수준 유지를 위한 훈련 방법 및 요구량 부재

이러한 조사결과(findings)를 바탕으로 비행 상황 중 작용한 

인적요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1.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s) 
① 조종자가 기체의 후진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것과 부조종자

의 임무인 조종자와 기체에 대한 지속적 육안 주시 실패 등 4건
은 기술 기반 오류에 해당함

② 이륙 후 GPS 신호가 가용한 상태인데도 GPS 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은 판단 및 의사결정 오류에 해당함

③ 방제팀의 구성원 중 최소한 두 사람은 비행장치 조종자이어

야 한다는 제작사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 2건은 규정 위

반에 해당함

2.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① 조종자가 인지와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관리

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신적 인지 저하와 육체적 문제에 해당함

② 사고 당일 기상이 매우 더웠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 문제에 

해당함

③ 제작사가 트림스위치의 설계 및/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

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기술적 환경 문제에 해당함 

3. 불안전한 감독(unsafe supervision)
① 방제팀장이 비행장치 조종이나 안전관리 관련 어떠한 교육

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 등 2건은 계획된 부적절한 운영에 해

당함

② 방제업무에 대한 안전규정 미비와 방제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한 감독에 해당함

4. 조직의 영향(organizational influences)
① 현장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자와 조종자들의 관심과 참여율

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풍토/문화의 영향에 해당함

② 비행장치 조종자로 직원 중 업무량이 적은 사람들이 선발된 

점 등 2건은 인력 채용 문제에 해당함

표 9.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1에 대한 HFACS 분석 

Table 9. HFACS analysi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1

                                                                      *(  ) : nanocode 해당 건수

top level root category

unsafe acts

performance-based errors(4)

judgment & decision-making errors(1)
violations(2)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mental awareness(1)

physical problem(1)

physical environment(1)

technological environment(2)

unsafe supervision
planned inappropriate operations(2)

inadequate supervision(3)

o r g a n i z a t i o n a l 
influences

climate / culture influences(2)

personnel selection & staffing(2)

policy & process issues(2)

③ 초기교육 후 조종자의 기술 수준 유지를 위한 훈련 방법 및 

요구량 부재 등 2건은 정책/프로세스 문제에 해당함

위 분석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위 표 9와 같이 불안전 행위에

는 기술기반 오류 등 5가지 요소,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에는 

정신적 인지 저하 등 2가지 요소, 불안전한 감독에는 계획의 부

적절한 운영 등 5가지 요소, 조직의 영향에는 조직풍토/문화의 

영향 등 6가지가 사고의 발생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고 2 (보고서 ARAIB/UA1504)
사고 2에 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ARAIB/UA01504는 시야 확보의 어려움, 무더운 날씨 등 물리

적 환경 제약 속에서 부조종자의 기체 주시 소홀 및 주의력 상

실로 조종자의 대응이 늦어져 기체가 장애물과 충돌한 사고로

써 사고 당시 비행 관련 업무 중시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

았다고 언급하고 있다[15].
또한 본 보고서는 사고 원인 관련 내용으로 “부조종자의 정

지신호 지연으로 조종자의 정지 조작에도 불구하고 비행 관성

으로 인해 기체가 지상 장애물에 충돌 후 추락하였고, 부조종자

가 타 직원과 교신함에 따라 방제비행 중 비행 장치 주시를 이

를 소홀히 하였던 것”이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아래와 같

은 사고 기여요인을 언급하였다.
Ÿ 무더운 날씨에 반복되는 방제업무

Ÿ 단조로운 임무로 인해 감소한 부조종자의 위험상황에 대한 

주의력 부족

이러한 조사결과(findings)를 바탕으로 비행 상황 중 작용한 

인적요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1.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s)
① 조종자는 정지조작을 하였으나 기체의 비행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장애물을 충격한 것은 기술 기반 오류에 해당함

② 사고 직전 부조종자가 타 직원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기

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않은 점은 판단 및 의사결정 오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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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2에 대한 HFACS 분석 

Table 10. HFACS analysi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2

  *(  ) : nanocode 해당 건수

top level root category

unsafe acts
performance-based errors(1)

judgment & decision-making errors(1)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mental awareness(3)

physical environment(2)

physical problem(1)

teamwork(1)

unsafe supervision -

o r gan i za t i o na l 
influences

policy & process issues(1)

climate / culture influences(1)

2.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① 방제비행 중 부조종자는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는 점, 이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고 시선이 분산된 점은 정신적 인지 저하

에 해당함

② 기상이 무더웠다는 것과 기체가 주변 배경과 어우러져 조종

자가 정지선까지의 정확한 잔여 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

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 문제에 해당함

③ 낮은 비행장치의 속도로 인한 긴장감 이완은 육체적 문제에 

해당함

④ 부조종자의 갑작스러운 “정지!” 구호가 조종자의 정지조작

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의사소통의 실패로, 협동 실패에 해당

함

3. 불안전한 감독(unsafe supervision)
- 불안전한 감독의 실패요인은 식별되지 않음

4. 조직의 영향(organizational influences)
① 최초 방제계획에 없던 논을 타인의 요청으로 추가 방제한 것

은 조직 풍토/문화의 영향에 해당함

② 비행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사전에 별도로 직원에게 부여

하거나 비행이 종료된 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은 정책/프로세스 문제에 해당함

위 분석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위 표 10과 같이 불안전한 행

위에는 기술 기반 오류와 판단 및 의사결정 오류, 불안전한 행

위의 전제조건에는 물리적 환경 문제 등 4가지 요소, 조직의 영

향에는 조직 풍토/문화의 영향과 정책/프로세스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사고 3 (보고서 ARAIB/UA1703)
사고 3에 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ARAIB/UA01703은 짙은 안개가 낀 물리적 환경 제약 속에서 

조종자의 불명확한 판단 및 조작으로 기체가 상실되어 추락한 

사고로써 사고 당시 조종자 및 부조종자는 정상적인 GPS 작동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종자의 판단 

및 의사결정이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16].
또한 본 보고서는 사고 원인 관련 내용으로 “조종자의 적절

하지 못한 귀환조작 및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
이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비행 전 기상 상태 확인 미흡 및 

작동 절차 준수 미흡이 사고 기여요인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findings)를 바탕으로 비행 상황 중 작용한 

인적요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1.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s) 
① 기체가 안개 속으로 들어갈 때 GPS 제어모드를 작동하지 않

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GPS 제어모드를 작동시킨 점, 시
야에서 기체를 놓친 것 등 3건은 기술 기반 오류에 해당함

② 안개 속으로 기체가 사라진 이후 약 10여 분 지나 기체 탐색

을 시도한 것은 판단 및 의사결정 실패에 해당함

2.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① 조종사와 기체와의 거리가 멀어져 조종사가 기체의 자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게 된 점은 감각 인지 저하에 해당함

② 조종사와 기체와의 거리가 멀어져 전파 수신 상태에도 영향

을 준 점과 귀환 조종에 대한 신뢰성 결여로 조종사가 기체 돌

진 사고를 우려한 점은 기술적 환경 문제에 해당함

③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수직 시정이 20~30 m에 불과했

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 문제에 해당함

④ 조종사가 2차 사고를 우려하여 무의식적으로 기체를 상승시

킨 점, 동시에 무의식적인 후진 조작을 한 점, 기동에 대해 정확

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은 정신적 인지 저하에 해당함

3. 불안전한 감독(unsafe supervision)
- 불안전한 감독의 실패요인은 식별되지 않음

4. 조직의 영향(organizational influences)
① 기체의 비행자료 기록에 비행고도, 위치 및 시간 등을 저장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은 부적합한 장비 구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책/프로세스 문제에 해당함

위 분석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아래 표 11과 같이 불안전한 

행위에는 기술기반 오류 등 4가지 요소,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 

조건에는 감각 인지 저하 등 4가지 요소, 조직의 영향에는 정책/
프로세스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3에 대한 HFACS 분석 

Table 11. HFACS analysi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3

  *(  ) : nanocode 해당 건수

top level root category

unsafe acts
performance-based errors(3)

judgment & decision-making errors(1)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sensory misperception(1)

mental awareness(3)

physical environment(1)

technological environment(2)

unsafe supervision -

o r gan i z a t i o na l 
influences

policy & process iss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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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4에 대한 HFACS 분석 

Table 12. HFACS analysi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 4

  *(  ) : nanocode 해당 건수

top level root category

unsafe acts violations(1)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physical environment(1)

unsafe supervision -

o r g a n i z a t i o n a l 
influences

-

4) 사고 4 (보고서 ARAIB/UA1902)
사고 4에 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ARAIB/UA1902는 조종자가 비행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로 무인멀티콥터를 행사 목적으로 비행하던 중 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돌풍이라는 갑작스러운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통제력을 잃어 기체가 사람이 밀집한 곳에 떨어진 사고

였다고 명시하고 있다[17].
또한 본 보고서는 사고 원인 관련 내용으로 “조종자가 빌딩

풍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륙 중 돌풍에 기체가 균형을 잃고 추락

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기체에 부착된 길이가 긴 

태극기가 프로펠러에 접촉하여 기체 균형을 상실하게 한 것이 

사고 기여요인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findings)를 바탕으로 비행 상황 중 작용한 

인적요인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1.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s) 
① 태극기를 단 채 도시상공 및 인구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 비

행에 사전에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규

정 위반에 해당함

2.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① 기체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불어오는 돌풍(빌딩풍)에 영

향을 받은 것은 물리적 환경 문제에 해당함

3. 불안전한 감독(unsafe supervision)
- 불안전한 감독의 실패요인은 식별되지 않음

4. 조직의 영향(organizational influences)
- 조직의 영향의 실패요인은 식별되지 않음

위 분석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위 표 12와 같이 불안전한 행

위로는 규정 위반,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에는 물리적 환경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HFACS 분석결과 종합

공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4
건에 대한 HFACS 분석 결과는 우측 상단의 그림 5와 같이 사

고별 nanocode 해당 건수(흰색 사각형 내 수치)와 top level 실패

요인별 비율(사고별 색상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크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HFACS 분석 결과 중 

사고별 nanocode 해당 건수 및 top level 실패요인 비율

Fig. 5. The number of nanocode cases and the 
percentage of top-level failure factors among the 
HFACS analysis result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사고 1(보고서 ARAIB/UA0903)에서는 23건의 nanocode 실
패요인이 식별되었고, top level 수준에서는 불안전한 행위가 

약 30%로 가장 높았다.
사고 2(보고서 ARAIB/UA1504)에서는 15건의 nanocode 실

패요인이 식별되었고, top level 수준에서는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이 약 53%로 가장 높았다.
사고 3(보고서 ARAIB/UA1703)에서는 12건의 nanocode 실

패요인이 식별되었고, top level 수준에서는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이 약 58%로 가장 높았다.
사고 4(보고서 ARAIB/UA1902)에서는 2건의 nanocode 실패

요인이 식별되었고, top level 수준에서는 불안전한 행위와 불

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의 비율이 각각 50%씩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모든 사고에 대한 공통 하위 실패 요인을 종합하면, 

10쪽의 표 13과 같이 총 52건의 nanocode를 root category로, 
root category를 top level로 군집화(grouping) 할 수 있다.

군집화 결과, 기능 기반 오류 (7건, 13%), 판단 및 의사결정 

오류 (3건, 66%), 규정 위반 (3건, 6%)이 불안전한 행위의 중점

적인 root category 요인이었고, 이를 종합하면 top level 수준의 

불안전한 행위는 전체 요인 중 17건 (33%)를 차지하였다.
정신적 인지 저하 (7건, 13%), 물리적 환경 문제 (5건, 10%), 

기술적 환경 문제 (4건, 8%)는 불안전한 행위 전제조건의 중점

적인 root category 요인이었으며 top level 수준에서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이 전체 요인 중 21건 (40%)를 차지하였다.
부적절한 감독 (3건, 6%)과 계획된 부적절한 운영 (2건, 4%)

은 불안전한 감독의 중점적인 root category 요인으로 파악되었

으며 top level 수준에서 불안전한 감독은 전체 요인 중 5건, 
10%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정책/프로세스 문제(4건, 8%)와 조직 풍토/문화의 

영향 (3건, 6%)이 조직의 영향에 대한 중점적인 root category 
요인으로 나타났고 top level 수준에서 조직의 영향은 전체 요

인 중 9건, 17%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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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HFACS 분석 결과 중 root 
category 및 top level 군집화 결과

Table 13. Root category and top level clustering results 
among HFACS analysis results of domestic civilian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top level root category

unsafe acts
(17 cases, 33%)

performance-based errors
(7 cases, 13%)

judgment & decision-making errors
(3 cases, 6%)

violations (3 cases, 6%)

preconditions for 
unsafe acts
(21 cases, 40%)

mental awareness (7 cases, 13%)

physical environment (5 cases, 10%)

technological environment (4 cases, 8%)

unsafe supervision
(5 cases, 10%)

inadequate supervision (3 cases, 6%)

planned inappropriate operations
(2 cases, 4%)

o r g a n i z a t i o n a l 
influences
(9 cases, 17%)

policy & process issues (4 cases, 8%)

climate / culture influences
(3 cases, 6%)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HFACS 적용중점을 식별·제안하고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가 수행했던 모든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보고서의 

인적요인 관련 사항들을  HFACS version 7.0 기반의 능동적 실

패요인, 잠재적 실패요인 등 top level의 하위 근본 범주(root 
category)와 세부 코드(nanocode)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원인의 top level에 해

당하는 요인들은 불안전한 행위의 전제조건(40%), 불안전한 

행위(33%), 조직의 영향(17%), 불안전한 감독(10%) 순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에 대한 

HFACS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세 가지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첫째, 군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2018년 공군항공안전단이 

수행했던 연구와 Tvaryanas, Thompson & Constable(2006)이 수

행한 연구에서는 top level 수준에서 ‘조직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에서는 ‘불안전한 행위

의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top level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Tvaryanas, Thompson & Constable(2006)이 수행한 연

구에서 미 육군은 ‘불안전한 행동’이 top level 수준에서 가장 크

게 작용하였지만,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이 4가지 top level 요인 중 두 번째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

로 파악되었다. 
셋째, 미 군용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

에서  ‘불안전한 감독’은 top level 실패요인 중 평균 25%의 비

율을 차지했지만,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에서는 약 10%의 

비중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 시에는 군용 무인항공기와는 다르게 무인항공기 조

종자에 대한 ‘불안전 행위의 전제조건’과 ‘불안전한 행위’에 중

점을 두고 HFACS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HFACS 적용중점을 활용한다면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안전권고 또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불안전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개

선하기 위해 물리적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잔여 

거리 식별 표지판 설치 방안 마련을 제시할 수 있고, 불안전 행

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무인항공기 조종자에 대한 인적

요인(human factors) 교육 강화방안 도입 등의 안전권고가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다.
첫째, 본 연구는 군용 무인항공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기초

하여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 분석에 HFACS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군용 무인항공기의 성능이나 운용방식이 민간 무인항

공기의 성능, 운용방식과는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점이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의 주요 인적요인이 불안전

한 행위의 전제조건임을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

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 무인항공기 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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