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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장 내 운전과 설비작업의 인적 오류에

대한 정보 분석 평가흐름의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Flow of Information

Analysis for Prevention of Human Error to

the Operation

윤 용 구* 강 영 식**

Abstract

In recent years, accident induced by human error is increasing in the chemical

plant. Human error analysis of the chemical plan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ast accident. Some company called by A for the basis of a chemical accident.

Factor analysis of human errors was separated in plant operation and work.

Agency's work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It is

based on the work before, during work, recovery work, and discontinue work. It

was still separated work of human error by analysis and then was derived factor

and issue. The human error factor and priority for accident prevention in the

chemical plant is presented.

Keyword: Human Error, chemical Accident, Factor analysis, Priority,

Accident Prevention

1. 서 론

화학 공장은 다종의 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고 고도의 정밀한 장치산업

이 대부분이며 공장의 운영 면에서 자동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직ㆍ간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인적오류에 의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타 산업보다 높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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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학 공장에서의 물질은 대체로 유해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환

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험물질에 의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연쇄적인 피해(12년.9.27 구미 불산,13년.1.12 상주 염산,13

년.1.15 청주 불산, 13년.1.28 화성 불산,13년.4.14 울산 염산)로 인한 발생원은 직/간접

으로 인적오류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학설비의 사고의 유형에 대한 구조가 복잡하고 취급 설비가 고도의 자동제어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계 및 운전 기술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구성 설비가 다양하

여 각 설비마다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어 검사, 보수에 대한 숙련된 경험자가 필요하

다. 한편,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적오류에 기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에서의 작업측면에서 운전자와 설비로 인한 재발방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화학공장에서의 인적오류에 대한 기존 정보 분석(작업과정)을 통해 평가

흐름에 대한 선진사례를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 고찰

2-1.화학 공장에서 인적오류에 대한 기존 사례

1) 선진국 사례　

세계 각국은 70년대부터 인간의 업무수행능력 기초 연구로 인간 행동 모델화 기법

개발, 인간의 신뢰성평가 기법, 감성 공학 등을 응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기간산업의 핵심인 화학, 항공기, 원자력, 철도, 자동차등 각 전문분야별로 연계성을 가

지고 인적오류가 연구되고 있다.

영국의 인적요인(Human Factor:HF) 연구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부터 인적오류 엔지니어링에 실제적 응용과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특

히, 영국 원자력청(UKAEA)은 인적요인에 관한 설계 지침과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기술 조언, 심사 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 시스템 신뢰성 센터(NCR)에 인간과 관

계된 유효한 협력 관계를 위해 인적요인 연구 그룹(HFRG)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신뢰성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CEA)에서의 중앙 연구부서

(CEN) 및 프랑스 전기(FDE)의 안전 신뢰성국(SRB)을 운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핵에너지 규제위원회(NRC), 에너지성 본부, 미항공우주국(NASA), 운수성,

국방성 연방 항공국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인적요인(HF)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소관내 규제위원회 및 인적요인 프로그램(HF Program)의 사고

고장 정보 시스템(HPES)을 통해 항공기에 관한 고장 보고서 시스템(ASRS)을 기반으

로 인적수행에 의한 사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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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례　

우리나라는 인적오류와 관련하여 인간공학분야의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에서의 분

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감성공학 분야에 기초한 인적오류의 인간의 인지 문제를

인간의 감성측면으로 접근하고, 가상현실(VR)이나 인공현실(AR)로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적오류 발생의 진단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체도 독자적인 인적오류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성, 신뢰성, 정보교류가 인간

의 지각 시스템 모델, 인지 시스템 모델, 행동시스템 모델에 관련한 개인적, 조직적, 시

뮬레이션, 수학적, 환경모델 등으로 전반적인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고도기술(High Tech)화 되어가고 있는 화학 장치산업에 있어서의 인

적오류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인간공학적인 측면이 대두되어 자동차산

업, 항공 산업, 철도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현상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및 화학공장,

전력 공장의 인적오류에 대한 부분의 휴먼에러 분석에 대한 연구는 되고 있으나 활성

화 및 체계적인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1> 화학공장에서의 안전사고 요인

국내 화학공장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안전사고는

작업행동(불필요,동작:14%), 조작실수(s/w, valve, key:13.5%), 잘못연결(12.5%), 작업기

준 미비(12%), 정보 미공유(11.5%)으로 인한 문제로 전체 64%정도로 안전사고에서 많

은 부분을 인적오류의 인자가 차지하는 것을 <그림 1>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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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원료가 반응, 생성 과정에서 고열, 고압, 고온, 자동 이송 급속화로 위험 요소가 생존

하는 속에서 작업자의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변화에 따른 오류는 사고의 근간이 된다.

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가 취급 물질의 성질, 생산

공정, 작업 방법과 관리 시스템, 설비와 공급 장치에 대한 단위 부품, 저장소(Tank류),

각종 유틸리티 배관류, 연결용 부품의 노후와 열화, 소형 용량의 저장소 및 각종 부대

시설에서 기인하므로 이들의 취급 및 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요소가 인적오류와 연계

된다.

화학공장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요인, 작업상의 특성

에 대한 요인, 작업환경상의 요인, 경영풍토에 대한 요인으로 분류 가능하며 특히 이

와 같은 문제는 직, 간접으로 인적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질, 설비, 인적, 작업관

리가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분석의 흐

름은 인적오류에서의 운전과 작업의 평가흐름을 표식화 했다.

<그림 2>인적오류에 대한 정보 분석 평가 흐름

3. 연구 방법

3.1 사례 연구

국내 A사의 화학공장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사고 사례 조사표는 <표 1>과 같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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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례에 대한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면 48.3%가 운전 관계의 인적 요인으로 이중

Human Error에 기여된 것이 25.5%를 나타내고 있다.

구 분 건수 발생율

설비

제작

설비구조불량 5 4.2

재료불량 12 10.2

제작불량 11 9.3

계장불량 10 8.5

소계 38 32.2

사용

검사불량 4 3.4

노화, 열화 9 7.6

오동작 6 5.1

충격 4 3.4

소계 23 19.5

설비 소계 61 51.7

운전

관리자

기술적 미경험 20 16.9

작업전달 Miss 2 1.7

작업기준불량 2 1.7

교육 3 2.5

소계 27 22.8

작업자

인지 10 8.5

판단 12 10.2

행동 6 5.1

감성 2 1.7

소계 30 25.5

운전 소계 57 48.3

총계 118 100

<표 1> Classification of Chemical Accident Form

A사를 대상으로 <표 1>의 내용을 보면 설비측면에서는 제작과 사용으로 구분 하였

고 제작은 설비의 구조와 불량이 대두되었고,,사용적인 측면은 검사와 노화 ,열화적인

발생으로 신뢰성과 수명주기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운전적인측면에서는 관리자와 작

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관리자는 기술과 지식과 규율적인 문제가 대두 되었고,

작업자에서는 오류중심의 인지와 판단과 행동과 감성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이 정보 처리를 행동하는 모델로 지각 감각, 식별 판단, 결정행동의 3부분으로

나누는데 작업명령이 떨어지면 작업 환경의 기억 속에 3개부분에서 정보처리 되어 작

업으로 이어진다.

지각감각에는 표시의 식별성, 표시의 배치, 표시의 형식, 기술(skill), 교육이고, 식별

판단에는 정보표시, 작업 기준, 작업 절차서, 지휘명령, 감독, 교육이고， 결정행동에는

작업영역, 작업 자세, 조작기기, 식별성, 작업방법, 조작 순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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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 과정별 운전과 설비 정보 분석

NO  작업명

작 업 정 보 

(단위)항목   작업 단위명 

대 소

작업전

운전

작업

前

 11  -

-작업표준, 인수인계,작업전 미팅, 지시명령

-보고/연락, 작업자 확인, 설비의 점검

-작업방법, 동시 작업, 표지판 작업,비정상작업

설비

작업前
 7  3

-기기배치, 조직밸브배치, 조작S/W, 표식/표시류,  

 조명

-제어시스템(경보, 색체, 지원시스템)

-압력계/지시계 

작업중

운전

작업

中

 4  9

-일반 보수시의 역할과 책임(R&R)

-착공전준비(잔류액, 퍼지, 닫힘판 삽입/철거) 

-착공확인(공사착공 체제, 이력관리, 점검기록 )

-시공시(밀폐된장소, 화기작업, 플레어 라인)

작업

정지

운전

停止
 2  2

-혼합위험과 폭주 이상 반응의 대응작업

(혼합 위험 예지력, 이상방지 대응 기준 및 표준) 

설 비 停 止

(정비보수)

 6  10

-잔류전압/잔류액 제거에 대한 작업

  (준비, 탈압/탈액, 막힘물 제거)

-퍼지작업(절연작업, 물/질소/스팀/가스 세정,치환)

-점검/보수/정비작업 

작업

복구
설비復舊  3  - -변경점 발생, 배관라인, 치환작업(운전 후) 

기타
비상시  3 -지휘/비상 연락, 긴급 시 대응훈련, 운전정지 순서

검사  1

<표 2> 화학 공장에서의 인적오류의 설비/운전의 정보 분석표

<표 2>의 내용은 한극산업 보건공단에서 제시한 화학공장에서의 운전자와 설비관련

에서 작업의 흐름 즉 작업의 과정을 구분화(작업전, 작업중, 작업중지, 작업복귀)로 하

고 큰작업은 대항목으로 해서 주로 중심이 되는 작업이 되고, 작은 작업은 소항목으로

세분화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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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작업전 작업중 작업정지 작업복구 기타

운전 설비 운전 설비 운전 설비 운전 설비 운전 설비

대

항목
37 11 7  4  - 2 6  -  3 3 1

소

항목
24 - 3  9  - 2  10  -  -  -  -

전체

건수
61 11 10 13  - 4  16  - 3 3 1

 비율 100 18.0 16.3 21.3  - 6.6 26.2  -  5   5  1.6

전 체

비율
100  34.3%  21.3%  32.8%   5%  6.6%

<표 3> 화학공장의 작업에 대한 운전/설비의 정보 분석 비율표

<표 3>에서 보여주듯이 화학공장에서의　인적오류에 대한 작업의 분석을 운전중심

의 사람관점과 설비 중심의 작업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운전과 정보 분석의 비율로 볼

때 작업전 34.3% > 작업정지32.8% > 작업중 21.3% > 기타6.6% > 작업복구5% 순으

로 비율로 내림차순 하였다. 또한 작업중의 설비부분과 작업복구의 운전자의 정보 분

석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구 분 작업명 인적오류에 대한 요인 분석    

작업전 운전
□ 불완전 행동 오류  □조작실수 □동시작업의 미인지

□ 정보미공유 □ 책임과 역할 미수행 □ 잘못된 지시

작업중 운전

□기준점검 미이행 □조작실수 □ 지휘/감독의 수행과오

□임의적 판단 및 조작  □ 보호구 미착용 및 잘못 착용

□시간/순서과오 □미수행 □ 작업 절차서/순서서 미판단 

작업정지 운전
□기술적 무지 □오조작 □비상대응 미숙 

□ 의사결정 판단 실수/과오  □불완전 행동에 대한 실수  

작업복구/ 

기타
운전 

□미검정 □미인증 □미 교정으로 인한 판단 미스

□ 정보 불량으로 미지시  □ 표시에 대한 미인지 

<표 4>화학공장 작업과정별 운전/설비의 정보분석결과 인적오류요인표

4. 연구 분석 결과

국내 화학 공장에서　인적오류에 대한 설비와 운전의 작업에 대한 정보분석 즉 화학 공장에서

의 설비적인 측면과 운전적인 측면에서의 작업전, 작업중, 작업정지와 작업　복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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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표4>에서 인적오류의 요인분석은 미이행, 미숙지, 임의조작 및 판단, 미착

용등이 화학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있음을 알았다.

1) 작업전 정보분석

화학공장에서의 운전자 및 설비에 대한 작업전의 준비는<표3>에서 제시한 전체 백

분율에 대비해 운전자는 18%, 설비는 16.3%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업자의

비율율은 34.3%로 어떤 작업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작업전, 작업중, 작업정지 및 작

업복구의 비율로 보았을 때 , 작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소항목의 작업정보가 없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점검 및 체크 항목 및 기준관리가 좀더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전의 운전중심에서 문제점은 운전자의 지식과 능력과 규율에 대한 작업성에 대

한평가 및 인증조건이 없어 작업전의 상태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작업전의 작업부분의 설비부분은 스위치와 밸브,시스템과 제어, 압력과 지시계

중심의 관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전에 인터럭과 LOTO(Lock Out

Ta g Out) 및 각종지그의 사용법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작업중 정보분석

화학공장에서의 작업중의 작업은 사람의존도에 치중되어 있다. 전체작업의 백분율중

에작업자의 운전부분이 21.3%로 나타났다.

<표 3>의 설비/운전정보 분석표에 의하면 운전작업은 4개 대항목과 소항목이 9개이

다. 이것을 볼 때 작업전의 확인 및 작업자의 역할,작업중의 확인 및 인명관련된 공사

지역부분 및 화기작업 집중화 되어 있다. 인적오류중에 인지와 판단과 행동중에 판단

부분이 제일 강조 되는 부분이 작업중일 때인것 같다.세부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그림1>에서도 제시한 부분중에 작업행동(불필요한 동작:14%), 조

작실수 (13.5%) 잘못 연결(12.5%), 정보 미공유(11%), 보수불량(8%),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3.5%) 작업중일 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작업중의 인적오류의 65%가 이작업

에서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기준서, 절차서, 진행과 순서서가 작업의 성상별, 단계별로 보완이 필요하다. 더

불어 배관 계장 (P&ID: PIPPING & INSTRUMENT DIAGRAM)활용도 적극활용이

되어야 한다. 영세 업체의 배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인적오류의 한 원인을 제

거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3) 작업정지시 정보분석

운전정지시는 설비를 다운시키고, 운전자가 점검 /보수/정비 작업을 하는 부분이다.

장치산업에서의 다운은 보통 3종류로 전체와 부분과 스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화

학공정 여건상 작업의 형태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진다. 화학 공장에서의 전체다운

은 백업 시간이 길어져 부분과 스냅으로 가고 있지만, 요즈음 추이는 안전을 고려하

여 전체 작업를 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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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운전자의 인지, 판단, 행동이 중요한 부분이다. 운전자의

운전과 작업의 설비의 중요성이 함께 병행된다. 정지시에 인적오류 및 안전사고가 많

이 발생되는 이유도 작업의 순서, 작업의 방법, 절차, 기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의 작업정지는 32.8%이어서, 화학공장에서의 설비를 다운시키고, 초기상태에 작업

시 탱크의 배관에 차여있는 잔류성에 대한 압력에 대한 완벽한 기준시행이 되어야 한

다. (퍼지, 치환, 제거, 벤트 등은 안전한 작업을 하기위한 화학약품의 사전취부 작업방

법이다.)

특히 혼합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력은 폭발, 폭주, 압력, 플레어 현상,화재

등의 화학적 반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 할때 위기대응력에 대한 훈련 및 교

육이 필요하고, 혼합물에 대한 매트릭스의 대응이 필요하고, 배관별 케미칼에 대한 인

벤토리 시스템도 인적오류의 인지의 정보흐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보수와 정비시에는 작업형태에 이루어 전체와 부분과 스냅다운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판단과 행동의 정보흐름이 되어야 한다.

4) 설비 복구시 정보분석

설비 복구는 운영하는 장비의 이상점 발생, 변경점 발생, 불량점 발생등으로 트러블

슈팅(Trouble Shooting), 백업(Back Up)등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상태이

고, 설비해체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나 돌발조건으로 문제가 제기 되었음을 예측하기

도 한다. 설비의 의존성이 크고, 전체 정보분석이 4단계중 6.5%이다.

운전부분 대항목과 소항목이 없고 설비의 소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점,

이상점, 불량점이 발생시 작업자의 운점부분이 명확지 않은 것으로 경우수에 대한 부

분에 대한 기준서 및 가이드 북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일에 대한 디자인은 조직과 개인특성화가 잘 구성이 되어야 하며,뿐만 아니

라 인적요인도 생산요구와 조직의 임무와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일에 대한 효과는 인적

요인에 기울기와 일에 대한 심리적인 것과 위기적인 일은 계획과 분석과 평가,반영의

지속적인 진행이 인적요인의 잠정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프로세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다. 특히 화학공장에서의 배관은 신체의 혈관처럼 중요한 흐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배관라인에 대한 평가, 수명주기관리, 부식상태, 진동상태, 고정상태, 내부안의 스케일

(scale)상태등은 관리상의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같은 관리가 초기관리가 되어야 인

적요인의 줄일수 있는 정보흐름이 된다. 치환작업에 대한 작업의 진행순서 기준표(

SOP: 표준 운영 절차)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5) 기타 정보분석

비상시와 검사부분이 있다. 비상시는 정상을 벗어나거나, 가동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벗어나가나, 생산을 하지 못하거나, 가동이 멈추거나, 어려운 환경까지 발생되는 것을

이범주에 넣는다.

운전자의 안전과 관계되고 설비의 이상 가동과 연관이 있으며, 환경적인 문제 또한

발생이 되어도 비상이나 위기관리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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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학공장은 여러 가지의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학공장은 연중무휴로 가동되어야 하는 생산시설로 인해

운전자와 설비의 비상 대응훈련은 정기적으로 정례화시키고 평가하고, 복기해서 문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비상시에도 주민과 대응 및 소통이 되어야 한다.

검사는 측정기와 분석기, 각종, 포터블한 측정과 분석으로 현장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관리 중심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이력관리 및 점검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된 운

영이 필요하다.

4. 토의 및 결 론

화학공장에서는 인적오류의 관점에서 작업 전,작업중 및 작업정지 및 작업복구를 사

람측면의 운전과 설비측면의 작업을 정보분석 평가흐름을 실시해 보았다.

작업과정 형태별로 보면 4종류를 평가 및 분석해 보면 작업전 34.3% > 작업 정지

32.8% > 작업중 21.3% > 작업 복구 5%순으로 내림차순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 전이 높은 비율로 볼 때, 작업단위명이 많다는 얘기이며, 이에 따른 인적오

류의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며, 작업 복구처럼 낮다는 의미는 인적오류의 발생

확률이 커진다는 것으로 더욱더 인적오류에 대한 아이템적용이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결과는 작업전은 작업자 운전부분의 구체적인 인

지와 행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작업중의 설비적인 측면의 기준과 표준으로 보완

이 필요하고 각기업체 마다의 작업에 대한 프로그램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설비의 변

경상태를 유지, 관리. 모니터링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다.

작업정지는 운전자측면에서 설비정지에 대한 작업별에 대한 기술, 지식, 규율에 대

한 대응력이 필요하고 기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작업복구는 설비 측면의 인적오류측면을 반영 및 연구하여 운전자의 인적오류에 데

이터 분석 및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에서도 실패학이 재발 방지를 위한 방편이다.

결론적으로 볼때 인적오류는 인적요인의 특성을 사전제거 및 방지, 억제를 하기 위

한 프로세스를 보완하면 된다.

선더스가 주창한 운용순서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 OSD)의 체계측면처럼

한 프로세스의 시작에서부터 완료시의 작업을 세분화해서 기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전체적인 운전자의 운전과 작업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기준화할 수 있

는 체계도 절차도를 기준화하는 것이다.

화학공장에서의 직문분석을 통해 직무의 수행도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단계별 행동,

자극점, 압박점, 위급도의 난이도를 기술수준으로 추산하고 개인의 역량에 맞게 체계

화 시키는 순서의 절차 및 프로세스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인적오류로 인한 작업 환경은 이에 따른 작업환경의 보완이 필요하고 ,화학 특

성에 맞게 작업기준을 설정해서 현장에서 인적오류의 요인으로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체계화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구에 대한 인증 및 규격화와 화학물질의 혼합에 대한 매트릭스의 반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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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교육과 지원해주는 사전예방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화학공장에서의 운전자 및 설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한번 발생시

그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추가되고 있다. 예방을 위한 인

적요인의 발전과 인간공학, 산업의학, 방재공학, 보건의학측면에서 같이 요인특성을 찾아

공동대응을 통해서 화학안전사고의 인적 오류 및 사고예방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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