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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 목 : 철도 및 타 산업 분야의 인적오류․자격요건․업무적성 관련 관리 및 평가 체계
철도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
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사고만 보더라도 인
간의 부적절한 직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상당 부분은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 작업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인간 요소의 개입이 없는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는 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 작업자의 직무수행도
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철도의 안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철도 및 타 산업 분야의 인적오
류․자격요건․업무적성 관련 관리 및 평가 체계 사례를 조사하였다.
현행 철도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종사자(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오류, 자격요건
및 업무적성평가제도는 나름의 논리적 토대 하에 설계되어 안전업무종사자의 역량 개발
및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편 조직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기술, 가치관(욕구) 등의 제반 환경적 변화추세를 적시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사례 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적오류를 유발시키는 요인의 제거 및 관리를 통하
여 철도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 분석 결과는 ‘철도 종합안전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안전
업무종사자 인적오류관리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 개발’ 과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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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le :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on Human Error, Licence Requirements,
and Job-aptitude in Rail and the Other Industries
Rail system is a system tha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life. When an
accident happens, the public using this system should be injured or even be
killed. The accident that recently took place in Tae-Gu subway system,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human-side task performance, showed demonstratively how
its results could turn out to be tragic one.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 most cases of the accidents have occurred
because of performing his/her tasks in inappropriate way. It is generally
recognised that the rail system without human element could never be happened
quite long time. So human element in rail system is going to be the major factor
to the next tragic accident.
This state of the art report studied the cases of the managements and evaluation
systems related to human errors, license requirements, and job aptitudes in the
areas of rail and the other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task
performance of personnel which consists of an element and finally enhancement
of rail safety.
The human errors, license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ystem of the job
aptitude on people engaged in agencies with close relation to rail do much fo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their abilities. But

due to various inside and

outside factors, to some extent it may have limitations to timely reflect overall
trends of society, technology, and a sense of value.
Removal and control of the factors of human errors will have epochal roles in
safety of the rail system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is report. Analytical
results on case studies of this report will be used in the project 'Development of
Management Criteria on Human Error and Evaluation Criteria on Job-aptitude of
Rail Safe-operation Personnel' which has been carried out as a
‘Integrated R&D Program for Railwa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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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철도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시스템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힌다. 아제르바이젠 지
하철 화재 사고(1995), 영국의 킹스크로스 지하역사 화재 사고(1987), 동경 지하철 충돌
사고(2000) 등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준 사례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무려 191명의 사망자와 150여명
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그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상당부분 인간의 실수가 개입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구 지하
철 화재 사고 역시 사고에 대처하는 인간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참사로 확대된 사고로
밝혀졌으며,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간 철도청에서 조사한 철도사고 발생
현황에서 보더라도 열차사고의 경우 총 25건 중 80%에 달하는 20건이 취급부주의와 같
은 인적요인이 개입된 사건으로 분석되었다[1-1].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이지만 사고는 한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수많은 주
변요소와 인지되지 않은 실수의 반복적인 요인이 복합된 것이다. 요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결국은 사
고에 도달하게 된다[그림 1-1]. 이것을 사고의 연결고리(chain of error) 라고 부르는
데, 사고예방이란 이러한 실수나 결함으로 연결된 고리가 완성되기 전에 그와 같은 요인
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림 1-1 사고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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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비해 인․km 당 사망자 수가 9배 수준인 국내 철도 상황은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등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막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및 대내외적 이미지 추락 등 간접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 최근 고속전철
개통과 철도 구조개혁 등으로 안전 위협요소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2. 인간공학 기술 및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인적오류는 근본적으로 명시된 정확도, 순서, 혹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지정된 행위를 하
지 못할 때 일어나며, 인간의 정보처리 측면에서 볼 때는 전 과정에서 한 단계만 무너져
도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된다. 직무 수행 행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작업 환경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성하는 많은 인자들, 예를 들면 정보의 양과 같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지루함, 소
음, 조직 구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이지만 사고는 한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수
많은 주변요소와 인지되지 않은 실수의 반복적인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요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결국
은 사고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 철도 운영환경은 철도운영공사가 발족되고 고속철도 운영이 시작되는 등 철도산업
의 구조개편과 고속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
의 불확실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간(작업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철도시스템은 인간요소, 선로시설, 열차, 운영·제어, 유지
보수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복잡도가 대단히 높은
시스템이므로 상대적으로 불확실도가 높은 인간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질에 따라 철
도시스템 전체의 수행(안전)도가 결정된다. 하드웨어 부분은 최신 기술의 발전과 품질관
리 등의 인증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신뢰도 수준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인간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거나 분야
에 따라 전무한 실정이다.
인간의 직무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부재는 후진적인 안전관리체계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다시 직무수행 오류나 부적절성이 유발하는 철도 중대사고 및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시스템의 감독자 및 직접 조작자의 역할을 하는
인간의 부적절한 대응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사고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철도시스템의 타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특징인 안정성·쾌
적성·정시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 2 -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배재한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
로,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화와 정보
화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인간 요소의 개입 방식도 수동 조작과 같은 신체위주의
개입방식(motor task)에서 정보 처리,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정신위주의 개입
방식(cognitive task)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인적 오류의 방지 및 평가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철도 선진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전략적·집중
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주도의 강력한 철도안전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1-2]’와 하위 법령을 제정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철도안전법 시행령[1-3] 및 시행규칙[1-4] 등은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선에서 철도차
량운전면허제의 도입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종사자의 필요 요건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
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 인적오류 관리기준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개발의 필요성
그러나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관리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며, 현행 적성검사제
도도 1971년 도입된 이후 집필검사에서는 수차례 변경을 하였지만 기능검사는 지금까지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철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타당한 자격조건과 능력을 갖춘 작업자들의 선별을 위한 개관적인 평가 기
준과 표준화된 지침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철도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인적
오류 관리기준과 엄격한 자격 관리기준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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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인적오류 관리기준과 자격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인간공학·인지
공학·공학심리학·조직/행동심리학·조직관리학 분야의 기술적 토대는 일부를 제외하고 튼
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접근 방식과 현장전문가 및 관련기
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철도 운영환경에 합당한 최적의 기술 기준 및
지침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의 통합화‧개방화‧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
고 국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대형 사고의 잠재성
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도 기존 철도의 약 3배의 속도로 움직이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인간요소의 직무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주 미미하거나 분야
에 따라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간 철도청에서 조사한
철도사고 발생현황에서 보더라도 열차사고의 경우 총 25건 중 80%에 달하는 20건이 취
급부주의와 같은 인적요인이 개입된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한 후진적인 인적요인 관리체계는 높은 철도 중대사고(사상자 10명 이상 또는
차량 탈선 10량 이상) 및 사망률을 초래하고 있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본에 비해 인․Km 당 사망자수는 9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00만 Km당 중대열차사
고율도 1999년 기준 거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막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
라 영업 손실 및 대내외적 이미지 추락 등 간접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십여 년
의 주기로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
해가 막대하였으며, 복구비용‧영업 손실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 추락 등 간접 피해도 심각
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급변하는 철도 환경에 적합한 엄격하고도 합당한 인적오류 관리 기술기준과 자격관리 및
업무적성 평가기준은 인간요소가 유발하는 열차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인적오류 관리와 자격관리 및 업무평가를 통해 업
무의 적격성을 파악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인간요소의 직무수행도
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작업자 및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기술 기준 및 지침은 안
정적인 시행지침의 운영을 보장하고, 현재 연간 266여명인 철도 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50명)으로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이익 또한 막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철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까지 고려할
경우 많은 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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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시스템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공중의 철도에 대한 수용성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
친다.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에 의하여 하드웨어가 유발하는 철도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즉,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
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에 의한 공격 소재로 활용되어 일시적인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뿐 정작 사고를 유발시킨 인적요인에 대한 원인추적‧해결대책‧관리 등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합리적인 해결 과정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공중의 철도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적요인을 제도화하여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
은 철도의 경쟁우위 특성인 안정성·쾌적성·정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최신
의 인적오류관리기술·자격관리기술·업무적성평가기술을 근간으로 한 법적요건의 추가와
기존의 낡은 제도 개선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철도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및 신뢰
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내용 개요
1. 조사 분석의 범위
본 보고서는 안전업무종사자(기관사, 관제사 등)의 직무 안전도 향상은 물론 국가 및 가
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경감과 철도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적오류관리체계,
자격요건관리 및 평가체계, 업무적성관리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해서 국내외의 철도 및 타
산업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각각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해당
웹사이트, 기술 및 연구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하
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인적오류관리체계는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보고 및 분석 체계를 살펴보고, 철도
이외의 원자력이나 항공 산업의 인적오류 분석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취급부주
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오류 보고 및 분석 시스템이 국내 철도산업에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격요건관리 및 평가체계는 사례조사 대상국(국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의 철도 기관사에 대해서 국가 면허제도, 철도운영사의 기관사 선발제도, 기관사
교육제도, 기관사 자격 평가 및 유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업무적성관리 및 평가체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 엄격한 업무적성평가기준에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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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작업 수행자들과 인적 오류 평가 및 운행사고 대응기술 개발, 2) 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한 자격조건과 능력을 갖춘 작업자들의 선별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3) 철도 안전작업자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을 위
해 해당 안전작업자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
스 구축, 4) 환경 분석 및 직무 적성/업무수행도 평가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보다 안전
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단계로 국내 및 해외 철도사례와 타 산업 사례를 분석하
였으며 특히 기관사 위주로 신체 및 적성 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업무 적성 평
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철도 안전 작업 관련
규정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2. 내용 및 결과 요약
인적오류관리체계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적오류의 보고 및 분석 체계를 살펴보았다. 인적오류를 관리하는 다
양한 제도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은 실제로 오
류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
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나 아차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해서 현장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관리 방법
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언제나 자유롭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인적오류 관리가 정착될 때 철도의 안전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격요건관리 및 평가체계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라 면허제도, 신체검사, 적성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진 철도국 체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제도적 현안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철도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관리 및 평가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은 철도
기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기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업무적성관리 및 평가체계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성 평가와 관
련하여 각국에서 현재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
운 후보 평가 항목의 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업
무 적성 평가 관련 규정의 타당성, 시의 적합성, 일관성 등의 부합 유무를 판단하고 필
요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관련 법규에 대해 수정조치를 제안하여 고시 수준의 업무
적성 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적성 평가 체계로 핵
심 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고 업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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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제도체계

제 1 절 개요
일반적으로 규정(또는 규칙, Regulations, Rules)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
는 규범을 지칭한다. 규정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
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
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
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
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
다.
반면에 기준(基準, The Basis)이란 흔히 사회적․실천적으로 바람직한 성질이나 수준을
가리킬 때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통계적 의미를 담은 심리학상의 용어로는 테스
트 득점(得點)의 분포 특성(分布特性)을 나타내는 지표(指標)가 있어서, 피험자(被驗者)의
조득점(粗得點)을 환산하여 표준득점을 찾기 위한 가늠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정신연령․
교육연령․상당학년․지능편차치(知能偏差値)․학력 편차치․퍼센트 일순위․품등단계(品等段階)
등이 있다.
또한 표준(標準, standard)은 사물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로 정의되거나 다른
것의 규범이 되는 준칙이나 규격을 뜻하고 있다. 표준은 제품이나 포장의 형태․치수․구조․
품질 등 제품의 규격을 정하거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측정방법 등 각종방법과 용
어, 약어 등과 같은 전달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표준은
기술자들 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언어로서 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Hawkins(1995)는 표준은 기술의 물리적 특성이나 적용 시에 나타나는 외연이라
고 보고 있으며, 표준은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성문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은 속성상 기술개발 결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적 언어를 문서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기술규정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이다. 이는 또는 상품, 공정 및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 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
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강제적인 문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WTO/TBT
협정은 ISO/IEC 지침 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고 정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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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례 조사 및 분석
1. 철도 산업
가. 국내
국내 철도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
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1979년에 제정되었으며,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
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련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의 제조사업자, 운수사업
경영자, 운전자․보행자 및 국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교통안전법
제5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등의 제조사업자의 의무) 차량등의 제조사업자는 그 제조하는 차량등의 구조․
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등의 사용자의 의무) ① 차량등의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
행 또는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8조 (차량의 운전자등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하 "차량의 운전자"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
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차량등의 안전성향상) 정부는 차량등의 안전성의 향상을 위하여 차량등의 구조,
설비 및 장비등에 관한 보안상의 기술적 기준의 개선, 차량등의 검사의 정확성 확보등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교통사고, 인적재난, 재해, 테러 등으로부터 철도안전 수준을 혁신적
으로 제고하기 위해 “제1차 5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추진하기
로 하였다. 계획 기간 내 철도사고와 인명피해를 현재 수준의 40%까지 줄이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환경을 실현하
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등 대상 철도를 총망라하여 철도에서 발
생하는 교통사고, 인적재난, 재해,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한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다.

- 9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2010년까지 전국 466개의 철도건널목을 입체 교체화하고, 선로변 안전울타리(201
㎞), 승강장내 스크린도어(131개소),안전펜스(175개소) 등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지하역사․터널내 소방설비, 전기시설, 통신설비 등 방재시설을 지속적으
로 개선할 계획이다.
o 20~30년 노후된 차량(1,072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역무실․관제실․차량 간 다
자간 통합무선망(TRS)을 구축하며, ‘03년부터 추진 중인 전동차 내장재 교체
(5,996량)를 ’06년 상반기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o ‘06년 하반기부터 철도운전면허제를 시행하고, 운영기관의 안전실태에 대해 2년마
다 안전심사를 실시하며, 철도차량 제작검사․성능시험․정밀안전진단 등 차량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항공과 철도로 분리․운영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06.7)하고, 모의 종
합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며, 열차사고 모의체험 등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철도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o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5조원에 대한 정부, 철도운영기관 등 각 주체별
재정 투자계획도 함께 세웠다[2-1].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에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절차
및 역할분담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철도안전관리절차 및 역할분담(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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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2005년 7월 13일에 공포되어 시행되는 규칙으로서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o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제40조 및 제41조)
- 철도차량운전업무, 철도차량관제업무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관리를 강화하려
는 것임.
- 철도차량운전업무 또는 철도차량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년 마다 신체검사를,
10년 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및 철도차량관제업무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신
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4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용품품질인증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인증 대상의 선정․변경, 품질인증기준 제정․
개정 및 철도표준규격의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표준규격의 제․개정 등
에 대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철도용품에 대한 품
질 및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적오류관리, 자격요건관리 및 업무적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철도안전법, 철
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표 2-1과 같
다.
표 2-1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8조 (비상대응계획)

제9조 (종합안전심사)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 (결격사유)

제6조 (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제7조 (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제8조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9조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
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비상대응계획의 내용 등)
제5조 (비상대응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비상대응훈련의 평가 등)
제7조 (종합안전심사의 시기변경 등)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신청 등)

제12조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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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지정)

제14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14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제15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등)
제13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5조 (적성검사)

제15조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1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제61조 (사고보고)
제62조 (철도사고등의
조사 등)
제66조
(철도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43조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제57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16조 (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7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제19조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제 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7조 (운전면허시험응시표의
재교부)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9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30조 (철도차량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3조 (운전면허갱신 안내통지)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의 통지 등)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관리)
제37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제39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 등)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 등)
제42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
제76조 (음주제한의 기준 등)
제86조 (철도사고등의 보고)

제58조 (철도사고등의 조사방법)
제89조 (철도사고등의 조사결과
발표)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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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자격기준 등)

나. 국외
1) 영국
영국에서 철도에 대한 안전관리는 철도안전규정(Railway Safety Case, 1994)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이 규정 하에 기반구조물 관리자(Network Rail 및 런던지하철)는
HSE/HMRI에 철도 Safety Case를 제출해야 하며, 열차운영자와 유지관리계약자는 기반
구조물 관리자인 Network Rail에 Safety Case를 제출하여 안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것은 Network Rail 기반구조물에서 운영상 초래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으로서 회사는 매 3년마다 Railway Safety Case를 재검토한다.
o 산업계에 중점을 둔 폭넓은 위험도 감시 및 성능기반의 안전목표 설정
o 안전에 대한 판정을 위한 기준의 설정

가) Safety case의 기본 골격
o 안전관리의 기본방침
o 시설․기기․취급․연수 등에 대한 기술기준
o 위험도 평가
o 안전관리의 실시방법
o 안전성의 모니터 방법, 안전감독, 안전리포트 등

나) Railway Safety Principles and Guidance
HMRI에의 수속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guidance)과 권고(advice)를 정한 것으
로서 Railway Safety Principles and Guidance가 있으며, Principle편(제1부) 및
Guidance(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o 제1부에는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인 33항이 제시되어 있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념이 서술되어, 성능기준화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안전확보는 여객만 보지
않고, 청부 작업원을 포함한 종업원, 건널목 이용자, 불법침입자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시야에 넣고 있다.
o 제2부는 인프라, 정차장, 전력시스템, 신호, 건널목, 열차 등 각각에 대해 “good
example"로서 세부적인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내용은 여객의 머리위의 간격
(clearance), 주민이나 작업자에 대한 열차소음․진동 대책, 복수철도가 관계하는 역
에서의 연계체제, 홈단부를 밝은 색으로 도장할 것 등 세부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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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fety Case 작성을 위한 Railway Group Standard
일반적 접근법은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위험관리 협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협력하는 통일과 지시가 Railway Group Standard를 통해 이루어진다.
o 제1부는 기초 편으로 기본적인 안전방침의 자세, 조직의 구성과 역할, 철도에서의
위험도와 목표, safety․management․system(조직, 제도, 보고, 모니터 등)이 서술되
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① 인적요소에 대한 관리목표 수치가 주어져 있는 것,
② 안전시책의 도입 평가 시에는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도입의 가부를 결정하고,
③ 그 때 사용하는 화폐단위인 「생명의 가치」(사망자를 1명 감소하는 것의 가치
: 1997년의 가치)는 통상의 case에서는 89만 파운드(약 21억 원), 대량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case의 경우에는 249만 파운드(약 59억 원)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인적요소의 리스크 관리목표치는 사람이 1년간에 사망할 확률을 현업직원, 여객
및 공중에 대하여 최대한도, 단기목표, 사회적 용인 수준별로 정하고 있다.
o 제2부 A는 보조 편으로서, 본사의 조직, 기능 등이 서술되며, 제2부 B에서는 대규
모 리스트 란킨크법에서 각종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고, 금후에 중점적으
로 취급할 대상을 정하고 있다.
o 제3부는 Network Rail사의 7개 영역별 조직, 기능 등이 서술되어 있으며, Safety
Performance(안전성능)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캐나다
가) 철도 안전관리의 목표설정
캐나다 철도의 경우 안전관리란 “안전을 위한 관리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이것이 회사
의 재정 및 생산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성능평가와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철도안전의 궁극적 목표는 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의 중간 과정에 대한 연간 목표를 통해 중간 목표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연간 안전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연간 목표는 각 기관이 자체 안전성취 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전계획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철도는 정량화가 가능하고, 목표설정에 의미 있으며, 실현 가능한 연도별 안전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목표준수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간과정을 확
인, 추적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피드백 하여 차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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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도 평가
안전 문제/관심사는 표 2-2와 같은 미리 결정된 회사 위험도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발생
빈도 및 심각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위험도가 수용가능한지, 경감
하여 수용가능한지, 또는 수용불가한지 평가한다.
표 2-2 캐나다 철도의 위험도 평가 기준
위험도
(안전성)

심각도 분류
최소

경미

치명적

재난

1명
다수

다수

6~24시간

24~72시간

1주일

6시간

6~48시간

1주일

1달

20~60분

1~6시간

6~24시간

24~72시간

1주일

3~4
시간

1일

2~3일

1주일

1달

차량 탈선 및
관통, 심각한
제품 손실,
인적 부상,
환경 손상,
중대한 탈출

차량 탈선 및
관통,
심각한 제품
손실,
인적 부상,
환경 손상,
중대한 탈출

1천$ 초과 1만$ 초과 10만$ 초과 1백만$ 초과

1천만$ 초과

사망자
중상
경상
중대한 조차장
/선로불통

20~60분

경미한 조차장
/선로불통
본선 불통
역 불통

20분

심각

1명

1명
다수

1~6시간

차량 탈선
1개의
탈선, 차량 및 관통,
차륜 이탈 관통 없음 적은 수의
제품 손실

위험한 사건

재산 손실

한계

100$
초과

(2) 안전관리 시스템
위험도 관리는 위험도를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단계들을 포함하는 정형
화된 위험도 관리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o 철도의 위험도 관리절차와 연계한다.
o 목표 달성하기 위한 안전기술 계획, 관련된 시간계획 및 절차를 평가하는 자료의
수집
o 목표에 따른 연간 성취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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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성취 목표에 대한 연간 검토 및 개정 또는 재확인 사항을 포함한다.

다) 캐나다 철도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 및 절차
그림 2-2는 캐나다 철도의 안전관리시스템 주요 구성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와 보정 피
드백 루프를 보여주고 있다.

C) 근로자
관련
A) 연간
안전목표 및
안전기술 계획

A) 안전방침

B) 권한, 책무
및 책임

그림 2-2

E) 리스크
관리 절차

I) 안전성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F) 리스크
관리 전략

G) 사건 및
사상 보고,
조사 및 분석

J) 안전 감사
및 평가

H) 기술, 교육
감독

D) 규칙, 규정,
원칙에의 복종
및 준수

K) 보정 조치
개발, 승인 및
모니터링

캐나다 철도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o 안전 권한, 책무 및 책임
연간 안전기술 계획 및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책임 지정 절차
o 해당 규정, 규칙, 표준 및 명령에 대한 준수
철도안전 규정, 규칙, 표준 및 명령, 그리고 이들에 대한 준수여부를 증명하는 절차
o 위험도 관리 절차 및 관리 전략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정형화된 위험도 관리 절차
o 사고 및 사건보고, 조사 및 분석
사고 및 사건보고, 조사, 분석 및 교정 조치 시스템
o 기술, 교육 및 감독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안전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교육, 그리고 적절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
o 안전성능데이터 수집 및 분석
회사의 안전성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절차
o 안전 감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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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별 내부 안전 감사, 관리자 검토,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평가 절
차
o 교정조치 개발, 승인 및 모니터링
안전관리 효과의 핵심사항인 교정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피드백 루프
o 기록 : 기록을 갱신하고 배포하는 절차

3) 호주
호주의 모든 철도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는 Transport Infrastructure Act (1994)에 따
른 안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 교통감독국은 철도 관리자 및 철도 운영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승인을 획득에 도움을 주는 모든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승인요건 지속성
을 보장하며,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가) 법령에 의한 철도 안전관리의 요건
o 경쟁의 조성과 다른 운영자의 접근 허용
o 시설관리자와 다른 운영자에게 기반시설과 차량의 효과적인 관리와 그 방법을 허
용하는 체계의 제공
o 철도 교통산업에서 적절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 인증 시스템의 도입

나) 철도 안전성능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철도안전관리 매뉴얼은 철도산업계에 대한 안전승인의 절차 지침과 승인된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사항의 만족여부 보장, 사고보고 및 조사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다음 사항
을 다룬다.
o 철도 안전정책 : 철도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 기술
o 철도 안전승인 지침 : 현대적인 위험관리 원칙을 적용한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개
발세부 요구사항, 철도 안전승인 획득 절차, 승인 유지를
위한 지속 요건
o 철도 중대사고/사건 대응전략 : 전략 목표는 적절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o 철도 일반 사고/사건 보고지침 : 전략 목표는 경향분석에 의한 적절한 대응책 강구

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승인문서(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승인문서는 운영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안전 적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요구되는 상세한
수준은 철도조직사이에서도 위험수준과 운영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 쟁점사항
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그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지원 세부사항은(다른 문서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분명한 상호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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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문서의 내용(Content of Accreditation Documentation)에서 요구되는 주요 문제는
다음 세 가지 분야이다.
o 철도운영 조직 측면; 세부조직구성, 목적 및 적용범위, 운영 상황 기술, 자산, 재정
능력, 이전의 철도이력, 접근 승인권, 안전정책 및 안전성능수준
o 위험도를 판별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
o 위험도 관리에 사용되는 제어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

(1) 운영 조직
안전 핵심 책임을 가진 직원의 책임한계와 자격을 포함한 조직도 및 조직내에서 관리되
고 처리되는 위험도의 처리 방법을 기술한다.
o 운영상황
- 교통흐름, 교통빈도, 수송량, 지역적 경계, 신호시스템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활
동에 대한 상세사항 기술
- 주상호간 운영을 위해 지정된 경로의 세부사항
o 자산(Assets) : 다음과 같은 운영자산에 대한 세부목록
- 역사
- 신호와 열차제어 센터
- 차량 형식과 수량
- 기반시설 경로(신호시스템과 전기시스템 세부사항)
o 재정 능력(Financial Capacity)
- 안전규제자에게 모든 가능한 잠재적인 철도사고를 책임지는 재정능력 또는 공적
인 위험도 보장 조치의 입증
-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에 의한 공적인 위험도 보증 제공과 보험금 결정
o 이전 철도 이력(Previous Rail History)
- 철도운영에 대한 사고이력을 포함한 이전의 이력사항
o 접근 승인 권리(Right of Access)
- 법령이 요구하는 접근승인 권리의 입증, 접근승인 협약의 부분으로서 간주할 필
요가 있는 안전 인터페이스 요건의 명문화
o 안전 정책(Safety Policy)
- 조직의 안전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위험도 관리와 조치에 대한 그 공약사항
o 안전성능 수준(Safety Performance Levels)
- 기획한 안전성능 수준의 달성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가능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장하는 일정계획 포함

(2)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
위험도 평가 부분은 문서의 중요 부분이며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이들 위험도
평가 과정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시 사용되는 핵심수단임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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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험도 규정 : 허용가능 위험도, 대체로 수용 가능한 위험도를 결정하는 체계를 상
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잔존

위험도를

어떻게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수준으로 관리할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Australian
Standard AS 4360 Risk Management는 위험도 관리 절차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o 자격자 지명 : 조직은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여 위험도 평가의 조언을
받고, 보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복잡한 위험도 평가법의 사용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서상에 그 개인의 책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o 위험도 평가 : 활동에 부과되는 모든 중요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고자 추구하
는 방법과 그러한 조치수단이 현재 존재하는지 또는 계획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가 관계직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보급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o 효용성 검토 : 계획대비 진행과정을 감시하는 조치와 책임의 적정성과 위험도 평가
의 결과에 따라 실행 수단의 효용성이 재검토되는 방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위
험도 판별과 제어의 업무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사례에 제시한 위험도
등급 규모는 신청자의 특별한 요건에 따라 이 모델의 변경이 요구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안전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o 안전관리 제어의 4가지 기본요소
- 조직의 중요 위험도를 제어하기 위해 판별, 요구되는 제어수단
- 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며 부록 B에 기술된 AS4292.1의 의도를 만족하는 제어
- 안전규제자가 설정한 어떤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는 제어
- 조직에 의해 자체적으로 부과되는 추가적인 제어
o 안전규제자의 요구사항
- 정책 : 각 주어진 주제에 대한 조직상의 정책은 무엇인가?
- 책임 : 정책 집행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훈련/자격이 이들에게 필요한가?
- 계획 :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감시 : 계획 추진의 보장을 위해 조직은 무엇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
- 검토 : 정책, 결과 및 제어기구의 효용성을 조직은 언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
가?
※ 주 : 승인 신청 조직은 이 5가지 접근법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 5가지 사항이 그들 과정 내에 투영됨을 보장하도록
요구받는다.

라) 승인문서의 재검토
o 승인된 문서는 언제든 현재의 조직측면, 위험도 및 제어 기구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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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승인된 철도관리자/철도운영자는 서면으로 그들 문서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응급조치이외에 중요한 문서의 변경에 앞서 안전규제자에 의한 승인을 구해야 한
다.
o 승인된 변경사항이 조직전체를 통해 필요한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구조직이 있어야 한다.
o 문서의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정기적인 년차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검토결과는 안
전규제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준수 감사(Compliance Audit)
감사는 안전규제자와 승인된 철도가 공동으로 철도안전성능을 공개적이고 협조적인 방향
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사는 다음사항 보장을 위해 수행된다.
o 조직의 안전관리 시스템 준수
o 안전규제자에게 공약한 사항의 실행

4) 미국
미국의 철도안전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철도안전법(US
CODE 49)을 통하여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연방철
도국(FRA)에서 철도운영자의 안전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철도안전법(US CODE 49)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철도와 고속철도를 분리규정하고
안전에 관해 운전사면허․자격 등의 일반적인 규정과 신호, 기관차, 사고, 서비스시간, 벌
칙, 기록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연방철도국은 안전규정에 의해 안전절차, 선
로안전기준, 화물안전기준, 사고관련기준, 특이상황에서의 안전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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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각 국의 안전관리체계의 비교표
국명

철도정책담당조직
연방교통부
연방철도국(FRA)
교통부
철도감독국
교통청
철도해운국
주정부
철도감독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호 주
일 본

국토교통성
철도국

영 국

보건안전부(HSC)
철도감독국(HMRI)

프랑스
독 일
네덜
란드

환경교통지역부
육운국
철도안전과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연방철도국(EBA)
교통부
철도감독국

철도안전법률

철도사고조사기구

철도안전법
국가교통안전위원회
(US code 49)
(NTSB)
철도안전법
교통부
(Railway Safety Act 1990)
철도감독국
철도안전법
국가교통안전위원회
(Railway Safety Act 1985)
(CTSB)
철도안전법
국가교통안전위원회
(Railway Safety Act 1996)
(ATSB)
철도영업법, 철도사업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부회)
설치법
철도법
(Railway Act 1993)
철도감독국(HMRI)
철도안전규정(Railway
Safety Case 1994)
철도안전일반규정
(RGS)
일반철도법
철도운영규칙, 철도신호규칙
철도법
(Railway Act)

운영회사(SNCF)
사고조사위원회(필요시)
연방철도국(EBA)
철도안전위원회
(TOR)

2. 타 산업
가. 원자력
1)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목표
원자력분야의 안전규제에 관한 정책기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시책을 구현
하여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정부의 안전규제 정책기조는 1994년 9월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서
천명한 안전규제활동의 5대 원칙, 즉 안전규제의 독립성, 원자력 정책 및 활동의 공개성,
안전규제의 명확성, 안전규제 수단 및 활동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규제의 신뢰성을 실현
해 나가는 것이다.

2) 원자력 안전정책의 방향 및 추진 시책
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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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은 시설자체에 대한 안전과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안전
을 확보함으로써 보장된다.
o 원자력시설 설비자체의 안전성은 원자력시설의 설계․제작․건설․운영․해체 등 전 단계
에서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확보
o 시설의 운영․관리측면에서의 안전성은 원자력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기준 및 절차
의 적합성, 이의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전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 향
상 등을 통해 확보
이를 위해 원자력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과 각종 법정검사를 통해 건설․운전 중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고장 발생을 대비하
여 방사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아울러 외국 원자력시설의 사고․고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국내 원
자력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취약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향상 및 기준개발
원자력 기술발전에 따른 국내외 안전규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총체적인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관리 규제기법을 도입하
고 있다.
o 중대사고에 대한 결정론적 분석방법과 확률론적 평가방법의 병행을 위한 기준 정
립,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가동중 원전의 노후화에 따른 종합적 안전
성 평가, 위험도 기준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형원전 및 폐로 대책 등 미래
의 규제수요에도 대비해 나가고 있다.
o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사용 형태별로 위해도를 고려한 안전규제 제도개선 사항으
로서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선 환경영향과 방사선 재해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원자력시설의 증가, 신규 규제수요의 대두, 안전규제에 대한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및 행정체계
원자력 안전규제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o 관계법령 :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의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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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규제조직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 과학기술부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에 대한 안
전규제 행정의 주무부서로서의 기능을 담당
- 산업자원부 : 장기 전원 개발정책에 의한 전력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업무 관
장
- 환경부 :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대하
여 협의․조정하는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o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검토․평가함으로써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이
더욱 제고하고 있다.

나. 해운 및 선박
1) 해상운송의 안전목표 및 육성정책
가) 해상운송의 안전목표
해상운송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운법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에 아래와
같은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o 해운법 :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 해상교통안전법 : “해상에서의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항법을 규정하여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각종 항행상의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선박안전법 :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유지하게 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 보장
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해운산업의 건전 육성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공고하여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
하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단체의 육성에 관한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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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 해운업자에 대하여 선박확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계획
조선에 의한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
할 수 있으며,
o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
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으며,
o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
로의 질서를 문란 시킬 경우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해상교통 안전규제 체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선박소유자,
선장의 안전관리 및 조치내용 및 해난 사고시의 수습과 보고체계가 규정되어 있다.

가) 해상인명안전협약
본 협약 제9장이 신설 발효됨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본방침, 선장의 책임과 권한, 비상대책의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닌
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부실에 의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o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할 대상선박의 범위 및 인
증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 규정
o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을 규정
o 안전관리체계를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절차 등을
규정

나) 해상교통 안전관리
1972년 국제해상출동예방규칙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여 선박의 항
행방법,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 신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o 모든 시계나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행방법을 규정
- 경계, 안전한 속력유지 의무부과
- 충돌위험의 판단 및 조치규정
-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통항분리방식 규정
- 선박 상호 간의 항법, 선종에 따른 피항우선순위 및 시계제한시의 조치사항 규정
o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형상물 및 각종 신호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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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 항해, 기타 고장시 등화, 형상물 신호방법 규정
- 동력선, 예인선, 고장선, 도선선, 좌초선 등 각종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형
상물, 신호방법 규정

제 3 절 평가 및 결론
국내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시설물․건설, 사업장, 교통, 가스, 전기․에너지․광
산, 유해물질, 총포․화약, 원자력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분리하
여 보면 교통분야, 원자력분야, 산업분야, 환경보전분야, 재난관리분야로 분리되어 각각
의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관련 안전법과 규정들은 주요 관련 부
처와 산하기관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우 체계의 설계,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인 규제 및 관리지침
의 기반 하에서 인적오류의 관리, 인간기계연계체계(Man Machine Interface System)
구성요소의 설계 원칙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규제요건 개발 및 시행은 정형화된 요
건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2-2].
선진 철도운영국에서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일관된 국가안전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안전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
다. 즉 철도안전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안전관련 최상위법에 따라 안전관
리기준을 제시하고,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의 안전능력을 평가하여 철도사업을 승인하고,
철도사업자는 이 기준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의 시행과 향후 구조개혁에 따른 각종 안전규정 및 기준의 정비 및 개정 검토
대상은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관계법령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운영기관의 법
적인 지위 또는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자체적인 운영관계 규정류를 적합하게 대응시키는
검토를 하여 새로운 철도안전관리 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동일 소속의 연결고리를 지닌 기존 통합체계의 역할 분리시 국가/관리/운영의 각
기능별 본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체계의 완비, 안전확보 측면에서의 새로
운 체계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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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적오류관리체계

제 1 절 개요
최근 국내 철도산업에서는 내･외부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고속전철의 개통,
철도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도시철도의 증가, 기존선로의 전철화 및 고밀도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국내 철도산업의 선진화에 따른 요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가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3-1, 3-2].
국내 철도산업은 그 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사고나 운행 장애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왔으나, 10여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물론 철도산업의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대형 철도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가장 중요한 사고 요인 중 하나가 인적요인으로 밝혀졌
다. 사고 원인의 30~60% 정도가 인적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3-3]. 국내의
경우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나 운행 장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통계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인적요인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철도사고의
중요한 유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적오류, 즉 작업자의 취급부주의를
줄여야 한다. 취급부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취급부주의가 어떤 원인에 의
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보고 및 분석 체계를 살펴보고, 철도 이외의
원자력이나 항공 산업의 인적오류 분석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취급부주의를 줄
이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오류 보고 및 분석 시스템이 국내 철도산업에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인적오류 분석 및 관리
인적오류(human error)는 인적요인(human factors)의 다양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인적요인을 정의하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인간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의 신체적, 심리
적 능력과 특성에 맞추어 안전, 효율성, 편리함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시도’라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인적오류는 이 중에서 안전을 극대화하는 분야로서, 특히 철도, 항공/우
주, 군사 및 원자력처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가 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인적오류의 분석 및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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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오류 분석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적오류 관
리란 오류분석을 통해 오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통
해 오류를 방지하고 저감시키는 업무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직무 상황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오류분석이
다. 오류분석에는 회고적 오류분석(retrospective error analysis)과 예견적 오류분석
(predictive error analysis)이 있다(그림 3-1 참조). 회고적 오류분석이란 이미 발생했
던 사고나 사건을 분석하여 거기에 개입된 인적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예견적 오류분석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나 상황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유형
과 그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이다.
회고적 오류분석은 사고나 운행 장애를 보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사고보고 및 조사 체계에 인적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다양한 기술근거로 제공되어야 한
다. 또한 직접적인 사고나 운행 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부적절한 조치나 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분석하는 아차사례(near miss) 분석이나 준사고(near accident) 분
석 제도를 오류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일상 운전 중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의 인적오류는 회고적 인적오류 분석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예측하는 예견적 분석을 통하
여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견적 오류분석
(오류 방지)

회고적 오류분석
(경험 학습)

인적오류 관리
∙ 인적요인 설계 및
검증 표준
∙ 필수 직무 및
영향인자 파악
∙ 설계/관리 audit
∙ 오류 예측 및
HRA

∙
∙
∙
∙

인적행위 이론/모형
오류발생 메카니즘
오류유형 및 PSFs
분석 기술 및 tool

∙ 사고 보고 및
분석 시스템
∙ Root cause 분석
∙ 사건 DB
∙ Near miss 분석
및 전파 시스템

그림 3-1 인적오류 분석 및 관리 개념

나. 인적오류 관리
오류분석을 통해 파악된 오류의 원인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오류관리 기술은 매우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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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다양하다.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설계 개선, 절차서 개발, 훈련 및 지원시스템 개
발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오류관리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인력선발 및
자격관리, 근무조 및 운전시간 관리와 더 나아가 안전문화의 확산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관리 방법이 있다. 이제까지는 구호나 캠페인, 그리고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인적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수준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오류의 유발 원인과 그 인과관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으로 파악해서, 오류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끊거나 적절한 오류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오류관리가 가능해 진다.

제 2 절 사례 조사 및 분석
1. 철도 산업
가. 국내
과거 철도청에서 국내 철도산업을 관리할 때에는 자체 규정 및 지침을 통해 사고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철도산업이 민영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도안전 전반
을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체계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철도사고 및 운
행 장애의 조사 및 보고 체계[3-4]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피해가 큰
사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상대적으로 피
해가 적은 사고인 경우에는 철도 운영자나 시설관리자가 자체 조사를 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한다. 표 3-1에 각 사고조사 방식의 대상이 되는 사고 및 운행 장애가 정리
되어 있다.
철도 안전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사고의 종류, 일시 및 장소, 사고 개요 및 원인, 피
해 및 조치, 응급처리, 복구대책, 복구예정일시 등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즉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
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원인을 조사한다. 피해가 크지 않은 사고 및 운행 장애에 대해서
는 철도 운영자 및 시설관리자가 자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세 차례
(초기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에 걸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 조사 및 보고와는 별도로 철도 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는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에
대하여 월․분기․연단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기보고 양식에
따르면 인적오류에 관련된 분류 항목은 위규운전 또는 취급(관리)부주의로만 분류된다.
하지만 위규운전이나 취급(관리)부주의는 사고의 유형이나 원인을 기계적 문제, 인적문
제,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간략히 구분하고 있을 뿐, 어떻게 그런 인적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즉, 현재의 사고 조사나 정기보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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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르면, 인적오류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지 않
고 있다.
한편, 2005년 11월에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2006년 7월경에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통합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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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철도 사고조사의 주체 및 대상 사고･장애
사고 조사
주체

대상 사고 및 운행 장애

철도사고조사
위원회

･ 열차의 충돌･탈선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운행 장애로 인하여 본선 열차운행의 지장(일반열차 2시간이상,
고속열차 및 도시철도 1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운행 장애
･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되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 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례적인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철도 운영자
또는
시설관리자

･ 위에 명시된 사고를 제외한 사망자가 발생된 건널목 사고
･ 철도에 의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2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 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 사회적 물의가 큰 이례적인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지시한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나. 국외
1) 영국
가) RAIB에 의한 사고조사
2001년 9월 HSC(Health and Safety Commission)의 ‘Lord Cullen’은 1999년 발생한
Ladbroke Grove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독립적인 철도사고 조사 기
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Rail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RAIB)는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을 바탕으로 2005년 10
월 17일에 설립되었다[3-5]. RAIB는 Department for Transpot(교통부)의 일부로 구성
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철도사고 조사 기구로서 그 권한과 책임, 업무의 범위, 철도사
고에

관련된

사람

및

조직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2005년에

제정된

Railways(Accident Investigation and Reporting) Regulations에 정의되어 있다. RAIB
의 조사 목적은 철도의 안전성 향상과 철도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에 조사는 오직 안전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며 비난 또는 책임을 지우거나 법률을 집행 또는 고발하지 않는다.
RAIB가 조사하는 사고는 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탈선 또는 충돌을 포함한 모든 철도 사고를 조사하며 조금 다른 상황이라면 사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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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철도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o 사망 1인 이상
o 중상 5인 이상
o 차량, 시설 또는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
아래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RAIB는 조사하지 않으며 산업체, 경찰 또는 안전당국에서
조사한다.
o 열차 이동과 관련 없는 작업자 사건/사고
o 불법 침입자 또는 자살자를 포함한 사건/사고
o 안전 관련하여 교훈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
Railways(Accident Investigation and Reporting) Regulations 2005의 Regulation 4에
따르면 철도 운영자 및 철도산업체는 그들의 종사자 및 자산이 관련된 사고 및 사건에
대해서 RAIB에 고지 할 의무가 있으며 Regulation에서는 Schedule 1에서 5(註 :
Schedule 4, 5는 Channel 터널에서 일어나는 사고 및 사건만 해당되므로 본 문서에서
는 Schedule 1, 2, 3만 언급함)까지 철도사고 및 사건의 형태에 따라 RAIB에 고지하여
야 할 시기와 방법 및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철도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면 RAIB는 법에 의해 조사하여야 하는지, 그 현장에 중요
한 증거물이 존재하는지, 경향의 일부인지, 안전현안이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여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 조사를 수행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나
면 조사 목적이 각기 다른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경찰(스코틀랜드에서는
COFPS), 안전당국의 역할은 RAIB가 존재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RAIB는 사고와 관련
된 증거물을 경찰 및 안전당국과 공유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신원은 비밀로 한다.
표 3-2 고지하여야 하는 사고 및 사건
Schedule 1
시기

즉시

방법 전화, 이후에 RAIB N1형식의 문서로
해
당
하
는
사
건
또
는

Schedule 2

Schedule 3

근무일 3일 이내
1개월 이내
RAIB N1형식의 문서 또는 이와 RAIB N2 형식의 문서
동등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이동하는 열차에
관련된 승객, 공중,
종사자의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예외 : 자살, 불법침
입, 공격, 자연적 원
인, 이동하는 열차와
관련없는 사고의 결
과로 인한 사망
미심쩍으면 고지

Schedule 1에 의해 보고하여야
되지 않는 동물 이외에 파괴자들
에 의해 철도에 놓여진 물건과의
충돌

(1)이동하는 열차에
관련된 2인 또는 이
상의 승객, 공중 또
는 종사자의 심각한

예외 : 자살 시도, 불
법침입, 공격 또는
이동하는 열차와 관
련없는 사고의 결과

부상과 관련한
사건이 열차의
운행과 관련되
는 경우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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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1(9)에서 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서 철
도 건널목에서 철도 안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철도건널목 기기의
고장

예외 : 자살 시 폐쇄 또는 속도제한을
도,
불법침입, 일으킬 수 있는 선로 파
공격 또는 이동 단 및 굽어짐이 있는 선
하는 열차와 관 로

Schedule 1

부상

Schedule 2

Schedule 3

련없는 사고의
역 또는 철도시 결과로 인한 심
로 인한 심각한 부상
기상과 관련한 속도제한
설에 대한 1인 각한 부상
미심쩍으면 고지
은 고지할 필요 없다.
의 심각한 부상 미심쩍으면 고
지

사망, 2인 또는 그 이상
의 심각한 부상 또는 2
백만 유로 가치의 차량,
(2)자살과 불법침입을 제외한 사망 또는 육상 차량의 주행선 지장 또는
시설 또는 환경의 피해
심각한 부상과 관련된 철도 건널목 사고
선로 피해와 관련된 사건
가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하에서 철도
시설의 파손

사
고

Schedule 1(9)에서 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서 열
주행선에서 (3)차량간의 충돌
차의 인지 또는 보호하
운행 중 또는 운행 준비중 고의
차량의 피해를 유발하는 (5)차막이 또는
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
가 아닌 열차의 분리
다른 자동 열차정지 장치와의 충돌
쳐서 철도의 안전도를
감소시키는 신호관련 고
장
Schedule 1(9)에서 보고
(4)주행선을 지장하는 차량 탈선
차축, 차륜의 파손
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
호모진
(6)대피가 요구되는 위험한 물품의 화재
Schedule 1(1)에서 보고
열차화재, 심각한 전기적 단락
또는 방출
되지 않은 것으로서 육
상 차량과의 충돌
(7)6시간 이상 본선을 지장하는 사고 또는
1km 이상의 급전선 파손
사건 (기상과 관련된 문제는 제외)
(8)2백만 유로 가치를 초과하는 차량, 시설
또는 환경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
(9)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또는 2백만 유
로의 열차, 시설 또는 환경의 피해를 유발
할 것 같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추정되었
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사고 또는 사
건
미심쩍으면 고지

RAIB는 매 사건마다 보고서를 발행하며 중간보고서도 발행한다. 이러한 모든 보고서는
웹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고서는 사건마다 대략 20여 쪽의 분량이며 서론, 요약,
분석, 결론, 권고사항,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권고사항은 안전당국
에 의해 해당 철도운영 또는 산업체가 이행하는지 확인받는다.

나) ORR의 HMRI에 의한 사고조사
Office of Rail Regulation(ORR)은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에 따라
Office of Rail Regulator를 대체하여 2004년 7월 5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에 의해 이
끌어지는 독립적인 법적 기구이다. 2006년 4월 1일, 철도에 대한 보건 및 안전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대한 책임이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and Executive(HSC/E)에
서 ORR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이관은 2004년 7월에 발간된 ‘The Future of Rail' 백서
(白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The Railways Act 2005에 따라 시작되는 변화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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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한편, Railway Inspectorate(RI) 업무도 변화가 생겼다. 1987년 King's Cross 화재 사
건과 1988년 Clapham Junction 충돌 사고 이후 RI가 비판을 받게 되어 1990년 12월
Department for Transport(DfT)에서 HSC/E로 이관되며 Her Majesty's Railway
Inspectorate(HMRI)로 이름도 바뀌었고 다시, 2006년 4월 HSC/E에서 ORR로 RI업무가
이관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RAIB는 열차 이동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에 대
해서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역할은 사건에 대해 기술적 원인을 입증하고 안전당국인
ORR을 통해 권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지는 반면에 HMRI는 사건에 대해서 법률 위반을
입증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집행할 관점으로 사고를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3-6].
2006년 4월 3일 부터는 아래의 요약된 내용에 따라 HMRI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7시30분까지는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HMRI Accident Section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시간, 주말, 공휴일에는 DfT
의 Duty Officer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할 사고는 표 3-3과 같으
며 이외의 사건은 평상시 근무시간 중에 HMRI Accident Section에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RIDDOR 1995)에
따라 보고한다. 성인 불법침입자와 자살 의심자를 포함하는 사고는 HMRI Accident
Section에만 보고하여야 한다.
Accident Section/DfT Duty Officer에 고지 시 당신의 이름, 조직, 전화번호, 사고 발생
일시, 관련된 열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상자 수, 사상자의 종류(승객, 철도종사자,
다른 사람), 운행선/서비스 영향과 지체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에 DfT Duty Officer에 심각한 사건을 보고 시 HMRI, RAIB에 고지했는지의 여부도 얘
기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했던 시간과 당신이 얘기 나누었던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어야
한다. 사고 후 10일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건널목사고가 아닌 경우 그
림 3-2와 같이, 건널목 사고인 경우 그림 3-3과 같은 형식의 문서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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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할 사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승객, 철도종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객차에 대한
어떤 사고(탈선, 충돌, 화재 등)
비록 사상자는 없지만 고속탈선 또는 전방충돌과 같이 어떤 심각한 열차 사고
적어도 1시간 정도 승객 서비스에 부수적인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사건
철도 종사자 또는 일반 대중의 소개가 필요한 열차로부터 위험한 물질의 누출 또는
연소를 포함한 어떤 사고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화차가 포함된 어떤 사건
부상자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건널목에서의 열차와 육상 운송수단과의 충돌
건널목에서의 어떤 보행자의 사망
근무 중인 철도종사자의 어떤 치명적 사고 또는 (생명이 위태로운) 심각한 부상
차량이 역 이외에서 움직이는 도중에 차량 창문으로부터의 어떤 낙하
16세 이하의 아이 불법침입자의 철도에서의 치명적 또는 심각한 부상
승객의 어떤 사망 또는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
어떤 기중기의 전복 또는 붕괴, 높은 발판의 붕괴, 다리 또는 터널의 붕괴, 철도에
일어난 또는 철도를 지장한 구조물의 파손
어떠한 피해 또는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중매설 전력케이블에 650볼트 또
는 그 이상 가해진 충격
기관사 제어불능의 어떤 사건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거나 관심을 끌만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건 (예, 아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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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건널목 사고가 아닌 경우 고지하는 문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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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건널목 사고가 아닌 경우 고지하는 문서형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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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건널목 사고가 아닌 경우 고지하는 문서형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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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건널목 사고인 경우 고지하는 문서형식

- 39 -

그림 3-3 건널목 사고인 경우 고지하는 문서형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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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건널목 사고인 경우 고지하는 문서형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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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IRAS
CIRAS(Confidential Incident Reporting and Analysis System)는 철도 종사자가 일반
적인 회사 채널을 통해 보고할 수 없다고 느끼는 안전 문제에 대해 처벌의 두려움 없이
문서 또는 전화로 보고하는 수단이며 완전히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 CIRAS는 철
도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 못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부가적
수단이지 회사 보고채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CIRAS는 1996년 Scotrail과 Strathclyde 대학에 의해 개발되었고 Ladbroke Grove 사
고이후에 비밀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게 되면서 모든 영국 철도 회사에 대해 강제되게 되
었다. 2000년도에 국립 시스템이 되었고 그 이후 3,000건 이상의 보고서를 받았다
[3-8].
CIRAS 시스템은 비밀적이지만 익명이지는 않다. CIRAS staff가 그 보고가 정확히 나타
내었는지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하여 보고자는 그들의 이름과 상세한 부분에 대해
질문 받는다. CIRAS 운영진은 사안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보고자와 약15분가량 짧은
인터뷰를 한 후 개인 신상명세를 삭제한 후 회사로 보내진다. 보고자와의 만남은 그들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 보고서는 인터뷰를 통해 쓰이고 보고자의 상
세부분은 삭제되며 그때부터 보고는 많은 부분이 확인되어 진다. 익명의 보고는 CIRAS
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익명의 보고는 특성상 악의
가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CIRAS에 보고되는 정보는 국립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다. CIRAS에 보내진 모든 정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다. CIRAS 사무실의 접근은 엄
격히 통제되며 모든 비밀 정보는 오직 CIRAS 분석가만 이용할 수 있다. CIRAS 데이터
베이스는 CIRAS 사무실안의 방화 금고에 보존되는 이동식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다.
철도산업에 종사하고 시스템에 등재된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만이 CIRAS에 보고 할
수 있다. 시스템 등재 여부는 CIRAS 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3-9].
CIRAS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현장(work)에서 당신의 안전 또는 동료의 안전에 대한
관심사가 CIRAS에 보고될 수 있다. 당신은 사건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종사자(staff) 또는
비철도 종사자(personnel)의 위험한 행동이나 습관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환경의 현장(work)에서 아차사례(near miss)
에 포함되었거나 오류(error)를 범했을지도 모른다. 보고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신호 문제
o 아차 사례 (near misses)
o 소유/분리 문제
o 피로 관련 오류
o 규칙 또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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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AS는 개인적인 고충, 긴급한 실시간 사안 또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서는 받을
수 없다. 당신의 관심사가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CIRAS는 그것을 보고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다.
CIRAS는 매년마다 일련의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생산한다.
o CIRAS 시스템 보고서
o CIRAS 구역(sector) 보고서
o CIRAS 회사 보고서
CIRAS 시스템 보고서는 매년 8월 1일 발행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o 매달 보고율
o 회사 보고채널과 비교하여 CIRAS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의 비율
o 회사 채널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이점을 포함하여 보고되는 문제의 빈도
o 이전의 분석 기간과의 비교
이러한 보고서는 사안의 상세한 부분(CIRAS 구역 보고서에 제공) 또는 회사의 특정 정
보(CIRAS 회사 보고서에 포함)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섯 개의 CIRAS 구역 보고서는 매년 2월에 생산된다. 보통 열차운영회사(TOC; Train
Operating Company), 화물열차운영회사(FOC; Freight Operating Company), Contract
or, Network Rail 그리고 런던지하철(LUL; London Underground Limited)에 할당된
각 철도 회사 구역에 대해 보고서가 준비된다. 더 깊은 분석과 의견을 위해 CIRAS에 의
해 선별된 구역 특정 토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o 구역에서 얼마나 자주 사안이 보고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
o 보고된 문제들의 요약
o 일반적인 회사 답변 (이러한 정보에서 확인되는 어떠한 회사 정보도 없다)
o 취해진 행동 / CIRAS를 통해 제기된 사안에 관련된(반드시 이유만은 아닌) 산업
원인
이러한 보고서는 국립자료셋(CIRAS 시스템 보고서에 포함) 또는 회사 특정 정보(CIRAS
회사 보고서에 포함)를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보고서는 CIRAS 시스템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해 매년 3월에 생산된다. 회사 특
정정보에 대해 비교 구역 특정자료를 제공한다. 분석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o 월별 보고율
o 회사채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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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고된 문제의 빈도
이러한 보고서는 사안의 상세분석(CIRAS 구역 보고서에 제공) 또는 국립자료셋(CIRAS
시스템 보고서에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미국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1967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에 자금 및 행정적 지원에 의지하다가 1975년
Independent Safety Board Act에 따라 정부 소속에서 독립적으로 바뀌었다. 위원회의
권능은 49 U.S.C., Chapter 11에 의하며 위원회의 규칙은 49CFR Ch, VII part 800∼
850에 있다. 위원회는 강제력 또는 조정력이 없고 교통수단 안전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분석된 자료가 법률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구성은 항공국, 선박국, 고속도로국,
철도･파이프라인･위해물질안전국으로 나뉘며 철도부는 Human & Survival Factors부,
파이프라인부, 위해물질부, 보고서발간부와 함께 철도･파이프라인･위해물질안전국 소속
이다[3-10].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관계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국가응급센터(NRC)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통보를 받은 NRC는 NTSB의 Railroad Duty Officer(ROD), 연방교통부, 연방철도국
(FRA), 소방･구급대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다. ROD가 NTSB의 조사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조사 항목은 메커니컬 조사그룹, 오퍼레이션 조사그룹, 신호 조사그룹, 휴먼 퍼포먼
스 조사그룹, 희생자 발생요인 조사그룹이 있으며 이중 휴먼 퍼포먼스 조사그룹의 조사
대상은 행동경위, 의학 분석, 조작운전, 근무, 기기배치, 노동위생 환경 등의 전문적 분석
이 행해진다.
철도회사는 FRA 규정에 의해 매월 사고/사건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작성
시 FRA 지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3-7].
철도 사고/사건보고 및 기록유지의 목적은 국가 철도에 존재하는 위험(hazard)과 위험도
(risk)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FRA에 제공하는데 있다. FRA는 연방철도 안전국에 의한
그 규정의 효과적 실행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 정보를 필요로 한다. FRA는 또한 이 정
보를 철도 안전의 비교 경향을 판단하고 철도 사상자 및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위험제
거 및 위험도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한다.
Internal Control Plan(ICP)은 사건/사고의 보고 절차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는 성능기
준의 형식이다. ICP는 각 철도회사가 적절한 보고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주는 통신의 필요
성을 지적하는 성능 기준으로. ICP 요건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각 철도회사에 설계의 유
연성을 허용하며 ICP는 특정 철도의 필요성과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CP는
철도회사가 Total Quality Management(TQM)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고에 “오류”가 없
도록 해준다. “오류 없음”은 FRA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기록 가능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각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부정확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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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과한 “허용오류 0” 정책이다. TQM은 절차 성능의 연속적이고 향상된 개선에 중점
을 둔다.
o 월간보고 양식 및 기록 요건
- 사건/사고는 보고 목적에 따라 a) 사망, 부상 또는 직업병 b) 철도 장비 사건/사
고 c) 고속도로-철도 건널목 사건/사고와 같이 3가지 주요 군으로 분류된다.
- 보고서는 사망･부상 또는 직업병 요약, 사망･부상 또는 직업병, 철도 장비 사건/
사고, 고속도로-철도 건널목 사건/사고, 연간 요약서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철도 승객 사망자 / 철도 직원 사망자, 사망 또는 5인 이상 부상사건/사고 발생 즉시 전
화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보고대상 철도 이름, 보고자 이름, 직위 및 전화번호, 사고
시간, 날짜 및 위치, 사건/사고의 환경, 사망 또는 부상자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일본
철도의 사고, 사태 및 재해와 케이블카의 사고, 사태에 관한 보고는 국토교통성령 제123
호 ‘철도사고 등 보고규칙’에 의한다. 일본의 철도사고에는 케이블카의 운전사고도 포함
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2001년 4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법(1973년 시행)의 일부를
개정하여 동년 10월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C)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주요 사건에 대하여 사고를 방지
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사를 한다. 조사대상 사고에는 열차충돌･탈선･화재사고, 건널목
장해･도로장해･철도인신장해･철도물손사고(승객, 승무원 사망사고, 5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사고, 특히 이례적인 것), 사고 징조(주요사건) 등이 있다. 케이블카는 조사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대신은 사고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을 때 또는 사고 등이 발생
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며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
서를 국토교통대신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3-7].

2. 타 산업
가. 항공산업
안전이 중요한 항공산업에서도 오래 전부터 인적오류를 보고･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 사고 조사 매뉴얼에 따
라 사고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상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한다. 운항, 관제,
인적요인, 기상, 기체 등 여러 전문분야로 나누어 사고조사반이 구성되어 활동하는데, 인
적오류도 인적요인 전담조사반에서 기장과 관제사를 비롯하여 모든 항공 종사자의 관련
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에 관련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을 분석한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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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적오류와 관련해서는 항공사고보고 체계와는 별도로 준사고보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3-12]. 준사고보고제도란 실제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발전될 수 있
었던 사건이나 불안전한 상황 및 상태를 항공 산업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이다. 예전에는 사고로 연결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묻혔던 준사고나 아차사례를
접수하여 분석, 전파함으로써 항공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 인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함으로써 유사 사
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보고를 활성
화하기 위해 보고자의 익명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실수를 하였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런 잘못이 발생하였
는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준사고보고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항공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ASRS) 시스템으로 처
음 시작한 이후 영국 CHIRP, 우리나라 KAIRS, 브라질 RCSV, 프랑스 REC, 일본
ASI-NET, 캐나다 SECURITAS, 호주 ASRS, 대만 TACARE,

싱가포르 SINCAIR, 중국

SCASS, 남아공 CAHS등 현재 세계 총 12개국에서 유사한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1월 10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 준사고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록 제도 도입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54건의
준사고가 보고되었다는 운영 현황은 준사고보고제도가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8]. 표 3-4는 우리나라 항공 준사고보고제도의 내용별 접수현
황을 보여준다. 준사고보고서 양식은 직무(조종, 관제, 정비, 객실승무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고자 인적사항, 항공기 및 운항상황 정보, 그리고 준사고
상황에 대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준사고보고
서가 접수되면, 준사고 분석담당자가 보고자와 접촉하여 보다 상세한 상황과 원인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여 항공 사업자에게 전파한다.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많은 국가들이 항공안전정보의 축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항공안전정보는 비 표준화된 분석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자료공유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EURO Control, GAIN 등에서는 분석코드 표준화에 힘써왔으며,
향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이 예상된다. 국내 준사고보고제도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여 표준화된 분석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미래의
항공안전정보 공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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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KAIRS 내용별 접수 현황
내용

제안
관련

인적
요소

고장
관련

기상
관련

조류
충돌

교통
경고

기타

2000

15

49

9

6

10

52

8

149

2001

5

17

10

3

2

29

3

69

2002

3

37

22

3

6

19

8

98

2003

14

39

107

18

12

30

20

48

288

2004

8

64

66

19

11

9

28

61

266

2005

4

60

77

17

16

2

28

80

284

계

49

266

291

66

57

141

95

189

1,154

년도

간이

계

나. 원자력
원자력산업은 항공산업과 유사한 인적오류 보고 및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무보고
의 대상이 되는 사고와 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국가 기관의 조사
팀이 현장에 파견되어 상세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업자의 실수가 관
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관련 작업자의 작업 배경 및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적오류의
원인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산업체에 알린다.
원자력산업에서도 항공산업과 유사하게 사고 및 사건분석과는 별개로 인적행위 평가 및
개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Three Mile 섬에 위치한 TM
I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미국에서는 원전 운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
국의 원전보유 전력회사들이 모여 1979년 12월에 설립한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INPO)에서는 원전 운전원 및 보수요원들에 의한 인적오류 방지를 목적으로
1981년에 인적행위평가시스템의 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현장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1987년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HPES)을 완성하였다.
HPES는 항공분야의 준사고보고 시스템인 ASRS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준사고
대상, 자발적인 보고체계, 보고자의 신원 비밀보장 등과 같은 ASRS의 성격상 특징을 H
PES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항공의 준사고보고제도가 모든 준사고에 관련된 보
고 시스템인데 반하여, HPES는 인적오류에 관련된 모든 사고나 아차사례 및 준사고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항공 준사고보고제도보다 나중에 개발되면서, 원자력에 맞는 표준
화된 분류체계의 확립, 인적오류 유형 및 원인의 심층 분석 기능 등은 더 강화하였다.
국내에서도 1993년 INPO HPES를 기반으로 K-HPES를 개발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보급
하였다[3-13, 3-14]. 그러나 원자력 사업자가 하나 밖에 없는 국내 특성상 별도의 독립
된 기관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발전소 현장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분석의 일관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K-HPES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K-HPES 프로
그램의 기본적인 운용구조는 그림 3-4와 같다. 원전운전 및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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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관련된 인적행위를 평가한 후, 평가를 통해 밝혀진 인적오류에 대하여 그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운전원 및 보수원의 교육, 훈련이나 설계
개선에 반영하여 인적행위를 개선시킴으로써 유사한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K-HPES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영구조이다.

원자력발전소 시스템
Task(운전/보수)

사건/사고

평가

인적행위

교육/훈련

대응방안
마련
시스템의
설계개선

원인 및
유형분석

그림 3-4 K-HPES 기본 운영구조

1) K-HPES 전산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
1990년 국내에 적용된 HPES는 1999년 까지는 워드프로세서 문서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산지원 시스템인 CAS-HPES가 적용되었으며,
CAS-HPES는 5단계 분석 절차(사건개요기술, 사건경위분석, 오류상황분석, 인지상황분
석, 원인요소분석)를 거쳐 사건/사고에 대한 인적행위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분
석결과는 Database에 저장되어 추후 분석자가 필요할 경우 조회 할 수 있다. 또한, 운전
절차서, 기기 Database, 원전 운전원 의사결정모형인 5단계 인지모형, 동적오류분류체계
는 해당 분석 모듈과 연계되어 필요한 분석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통계 검색모듈은 분
석된 사건들에 대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 CAS-HPES 기능
o 분석 지원 기능
- 사건개요기술 지원 기능
- 사건경위분석 지원 기능
- 오류상황분석 지원 기능
- 인지오류분석 지원 기능
- 원인요소분석 지원 기능
o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 E&CF Chart 자동작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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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분석 보고서 자동작성 기능
- 원인요소 분석표 자동작성 기능
-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o 통계 검색기능
- 시기별 사건발생빈도 조회 기능
- 상황요소별 인적오류 빈도 조회 기능
- 두 상황요소 간의 상관관계 조회기능
-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회 기능

나) 사건/사고 분석 절차
o 사건개요 기술 모듈
- 해당 사건/사고의 보고서 번호, 사건발생일시, 제목, 개요, 결과등 사건과 관련된
개괄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모듈
o 사건경위분석 모듈
- 분석자가 사건/사고 당시 계통 시스템의 상태나 운전원의 행동을 기술하도록 설
계
o 오류상황분석 모듈
- 사건경위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인적오류를 대상으로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된
배경상황을 분석하는 단계
o 인지오류분석 모듈
- 사건경위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인적오류와 인적오류경로를 바탕으로 각 의사
결정단계에서의 오류 형태 및 원인을 CAS-HPES에서 제공되는 동적 오류분류
체계를 이용해 파악하는 단계
o 원인요소분석 모듈
- 사건경위분석을 통해서 인적오류의 윤곽이 드러나고 인지오류분석을 통해서 오
류의 인지적 형태 및 원인이 분석된 후에는 오류의 인지적 원인 이외에 작업수
행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 조직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 보다 광범위한 오류
원인에 대한 파악을 위해 원인요소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o E&CF Chart 및 보고서 작성 모듈
- E&CF Chart 는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도형 기호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
해주는 그림. E&CF Chart는 사건 흐름에 대한 정보를 함축성 있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복잡한 상황의 사건을 분석자가 한 눈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다) 분석결과 통계 검색 모듈
사건의 검색을 지원하고 시기별, 상황요소별 등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범주로 사건의
원인을 통계 처리하여 인적오류의 경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적행위 연구 및 대책안
수립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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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전기기 Database 구축
CAS-HPES를 이용한 사건 분석 절차 중 ‘사건경위분석’ 및 ‘오류상황분석단계에서는 경
우에 따라 기기 종류나 기기번호 등 사건과 관련된 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
한 분석지원기능 및 분석결과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기기
Database를 구축한다.

마) 운전절차서 조회기능
K-HPES 분석자가 CAS-HPES를 이용하여 사건에 대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석 절차 중 ‘사건경위 분석’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운전절차서 조회가 필요가 있다. 운
전절차서 조회 기능은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분석 지원을 위해 구축 한다.

제 3 절 평가 및 결론
최근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연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적오류의 보고 및 분석 체계를
살펴보았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이나 원자력 산업에서는 일찍부터 인적오류를 보고하고 조
사․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반면 철도산업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나 영국을 중심으로 인적오류의 보고 및 분석에 관심을 갖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철도산업에서는 2003년부터 사고 및 사건 보고서 작성 지침
을 통해 인적요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분석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
국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사고보고 및 조사와는 별개로 CIRAS라는 보고제도를 통해 다
양한 인적요인 관련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적오류를 심층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 체계가 없다. 그러나 철
도안전 관리체계와 기술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급증하는 기술적･사회적 안전
위협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철도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적오류를 관
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인적오류 관리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적오류를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
야 하는 일은 실제로 오류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나 아차사례를 수집 및 분석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인적오류에 대해 열린 마음과 조직문화가 또한 인적오류 관리의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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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
을 묻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관리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언제나 자유롭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인적오류 관리가 정착
될 때 철도의 안전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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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격요건관리 및 평가체계

제 1 절 개요
1. 현황 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년 10월 22일 제정)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에 근거
하여 건설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4-10].
o 철도사고, 재해 등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
o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 보완
o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철도안전 정책 관리
건설교통부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중점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o 철도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o 철도 시설/차량 안전성 확보
o 사고예방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철도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자질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적 사업을 계획하
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13].
o 철도운전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관리체계 구축․시행
-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o 철도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지원
- 철도시설․차량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 시행
o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확립
- 철도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마련
- 철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철도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평가제 도입
- 철도운영기관 및 종사자의 안전 활동 역량 강화
o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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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 장비 개발․보급
- 열차운행선 공사 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철도운전관련 종사자(기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침은 철도안전법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에서부터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
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도 기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기반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현실 여건
에 기인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6).
o 철도기관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실무훈련 등 양성체계가 철도운영기관마다 상이
하여 전문화를 위한 자격기준 통일이 필요한 실정이다(’99~’03년간 발생한 열차사
고중 기관사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비율 : 78%).
o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시행하는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가 육안 검사와 문답형식
으로 이루어져 과학적인 검사기법 도입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 자살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지고 있어 사고 경력기관사 등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철도관리청(FRA)은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철도안전성능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
구개발·연구검증 등을 통한 철도분야 안전을 담당하고, 철도안전법(U.S. Code Title 49)
을 근거로 작업자들의 업무에 따른 안전기준과 지침을 제정·시행 중이다.
프랑스 SNCF의 정부출연 철도공사연구국은 철도 작업자들의 업무에 관한 적성평가와
함께 철도 운영관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철
도안전일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 철도안전국(HMRI)은 Railway Safety Principles and Guidance에 근거하여 철도
승무원들의 인적오류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사전안전심사 그리고 위험등급분류, 안전위
험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영국의 철도안전관리 체계는 EC(European Commission)의 통합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관리체계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음. 무엇보
다도 철도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며, 독일의 Wurzburg 대학에서는 EC에 귀속된 철도 기관사의 자격 및 인증에 대
한 연구결과를 EC에 반영하도록 통합 자격요건 모듈을 개발하였다[4-3].
일본에서는 신간선 개통(220km/h급, 1964년)에 앞서 시험선(30km)을 건설하고, 철도종
합연구소(RTRI)에 5년간 연구 설비 및 장비를 투자하여, 시설·설비·차량의 안전성 평가
및 성능검증과 함께 철도원들의 지속적인 업무평가를 통해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
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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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외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은 철도 기관사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기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2. 현황 조사 및 분석의 범위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대상 국가와 주요 관
계 법령은 표 4-1과 같다.
현황 조사 및 분석의 범위는 사례조사 대상국의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 체
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국가 면허제도: 응시자격, 면허시험, 면허증 취득 및 갱신
o 철도운영사의 기관사 선발제도: 지원요건(면허증 포함), 경력, 적성(본 보고서 5장
에서 자세히 설명), 기본 교육요건
o 기관사 교육제도: 수습 실무 및 이론 교육, 정기 실무 및 이론 교육
o 기관사 자격 평가 및 유지: 운행 전 적합성 검사, 정기 적성검사(본 보고서 5장에
서 자세히 설명), 자격 정지/갱신/취소
표 4-1 현황분석 대상 국가 및 관계 법령
대상 국가

관계 법령

우리나라

철도안전법 제10조 ~ 제24조

미국

US Code 49, Part 240

EC 회원국

영국

Railways Act, 1993
Railway Safety Case, 1994

독일

일반철도법(AEG)

프랑스

운영사 자체규정
(철도안전일반규정, RGS)

스웨덴

Railway Safety Act, 1990

일본

철도사업법, 철도영업법

제 2 절 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가.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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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철도안전법의 시행(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 국내 철도는 과거 철도청(현재 한국철도
공사)의 훈령에 의존하였으며, 철도 운영사마다 상이한 철도운영 규정에 의해 기관사의
자격요건을 관리 및 평가하였다.
철도 운영사 들의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현황은 표 4-2와 같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2월 18일)에서 기관사와 사령근무자 등 운전취급관계직원
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과 위기대처 능력 부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기관사의 자
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표 4-2 국내 철도 기관사 선발기준(운영사 자체기준)
구

분

자격요건

부산지하철

현장견습

자격증
교

부

○

○

이론 2주
자체교육1주

70시간

기관사

부기관사 2년
이상

○

○

이론14주
자체교육1주

200시간

○

○

×

이론16주

3,000㎞이상

×

○

○

이론52주

3,000㎞이상

×

×

기관사

기관사

내
부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이론12주

( 24주 )
이론 4주
견습 20주

고졸이상
관련학과 졸업

○

○

이론 8주
실습 5주

3,000㎞이상

특 유관기관 기관사
채
경력자
대구지하철

육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공채/특채

내
차장경력 2년
서울메트로
부
이상
(서울특별시 기관사
공 전문대졸 이상자
지하철공사)
채
(공업계열)

인천지하철

검사 시험

교

부기관사
철도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

적성 필기

-

○

공사자체

고졸이상 공채

○

○

이론 11주
실습 14주

3,000㎞이상

×

내
부

차창 경력자

○

○

이론 6주
실기10주

실기교육으
로 대체

×

공
채

고졸이상 공채
철도대학졸업
특채

○

이론 8주
실습 11주

“

×

기관사

기관사

×
본선훈련
1,500㎞이상

자료출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3
철도 기관사를 포함한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 적성검사, 전문교육 및 실습교
육 이수를 통한 해당분야의 자격취득, 정기적 자격갱신 및 업무수행 적합성 검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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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자격검증 및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나. 철도 운영사의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현황
국내 철도는 교통안전법, 철도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지하철공
사(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의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관리
규정을 근거로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철도
기관사의 인적관리는 지난 세월동안 국영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철도법상의 기관사 자격
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의 근거가 미약하여 대부분 철도청 내부훈령에 의해 규제되어 왔
다.
국내 교통안전법을 통해 국가차원의 철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다.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02~’06년)에 따라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을 공포하였으며, 국내
철도산업은 철도안전법을 기반으로 현재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06~’10)을 올해 2월
에 발표하였다. 또한, 중점 과제로서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철도 기관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은 국
내에서 운영 중인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량전철 포함) 등이 해당되며, 대상 철
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대상 철도
유 형

개

념

건설주체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
도로서 건교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설공단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2조제2호)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 - 국가
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 도시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기타 법인
제2조제3의2호 규정에 의한
- 국가․지자체로부터
도시교통정비지역
건설․수탁을 받은 법인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기 위해 설치․운영(철도사업법제2조제5호)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
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자료제공: 건설교통부, 2006
국내 철도안전법은 철도 기관사 면허제 및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고속철도의 개통,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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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운행도시의 확대 등에 따라 안전 핵심요원의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자격기
준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수급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 기관사의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
사, 그리고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철도안전법상의 요건은 표 4-4와
같다.
표 4-4 철도 기관사의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 관련 철도안전법 조항
철도안전법 조항

1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①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
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전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2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
이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
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2조(신체검사)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
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제15조(적성검사)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
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
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4조의 규정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적성검사기관”으로 “신
체검사업무”는 “적성검사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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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교육훈련)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
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
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4조의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신
체검사업무”는 “교육훈련업무”로 본다.

6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
격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의 과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7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운전면허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
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
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운전면허취득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
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
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에게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
료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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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
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7.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
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
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
지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
해 운전면허취득자와 운전면허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
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통지를 받은 운
전면허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받은 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
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교
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
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
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철
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실시시기․실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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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
어 해당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
사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신체검
사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①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차량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안전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3호) 제11조와 철도안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6호) 제
11조에 의해 면허의 종류와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을 표 4-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4-5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o 고속철도차량
o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o 전기기관차
o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o 전기동차
o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디젤차량 운전면허

o
o
o
o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철도장비 운전면허

o
o
o
o
o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기중기

비고 : 1.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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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중 어느 하나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고
속철도차량으로 구분한다.
3.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기관차,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
량을 동차로 구분한다.
4. 철도차량운전면허(철도장비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소지자는 철도차량 종류에 관계
없이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전용철도”라 함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말한다.

다.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철도안전법(제10조에서 제24조까지)에서 연 1회의 정기시험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할 수 있는 수시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공시하였다(2006년 7월 1일부로 시
행). 응시자격은 만20세 이상으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정신병자, 알콜중독자, 신체장애
자 등)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기관사 운전면허제는 그림 4-1과 같다.

1) 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매년도 말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 및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전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공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신체검사
국내 철도안전법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체요건을 규정하
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을 표 4-6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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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계획 공고

․ 전년도말 공고(교통안전공단)

2) 신 체 검 사

․ 지정의료기관 검사(지정기관)

3) 적 성 검 사

․ 문답형/반응형 검사(지정기관)

4) 교 육 훈 련

․ 이론/기능교육(지정기관)

5) 응시원서 제출

․ 검사/훈련이수증 첨부
(교통안전공단)

6) 필기/기능시험

․ 평균 필기60점/기능80점 이상
(교통안전공단)

7) 면허증 발급

․ 운전시 휴대(5년마다 갱신)
(교통안전공단)

8) 실무수습교육

․ 200~400시간(3,000~10,000km)
(철도 운영사)

9) 운행 적합성검사

․ 피로도, 질병, 음주, 인화관계, 고민여부, 복장, 휴대품 등
(철도 운영사)

10) 자격 유지

․ 정기 적성검사(10년), 정기 신체검사(2년), 정기 안전교육
(철도 운영사, 지정기관 위탁 가능)

그림 4-1 국내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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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사항목

1. 일반결함

2. 비․구강․
인후계통

3. 치아계통

4. 피부질환

불합격기준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110mm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
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
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9. 내분비
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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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바.

애디슨씨병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혈우병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진성적혈구 과다증
백혈병

11. 신경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
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2. 사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지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
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
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
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15. 정신계통

가.
나.
다.
라.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간질환자

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다음의
신체검사 항목 정상범위 참고표(표 4-7)를 활용해야 한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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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
검사항목

검사방법

정상범위 참고치

관련 질환 등

상담/문진/진찰
신체계측
이학적 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검사
색신검사

정 상

혈압
구강검사

치과

정 상

치주염 등 치아관련 질환

안과 검사

안과 검진

정 상

안질환 유무

심전도 검사

12전도

심근경색증, 심장기능장애

청력검사

좌우 청력

난청의 조기발견, 청력장애

흉부방사선검사

흉부사진 촬영

소변검사

PH
뇨단백
뇨당
적혈구

5-8
0-30mg/dl
0-50mg/dl
0-10µl

신장질환
황달
당뇨병
신장질환

SGOT

0-37U/l

간질환 간기능 장해

SGPT

0-37U/l

급만성 간염

r-GTP

남11-63U/l
녀8-35U/l

지방간, 알콜성 간장해

순환기계검사

T. Cholesterol
Triglyceride

120-230mg/dl
40-200mg/dl

고지방혈증, 간경변, 관상동맥경화,
기타 지질대사

혈당검사

Glucose(공복)

70-126mg/dl

당뇨병

신장기능검사

크레아틴

0.5-1.41mg/dl

신우신염, 통풍성 관절염

적혈구 수

400-520만개/µl

각종 빈혈, 빈혈의 원인

혈색소

남13-18g/dl
녀12-16g/dl

진성다혈증, 기타 혈액질환

헤마토크릿트

남38-52%
녀36-47%

비장암, 조혈기능장애

백혈구수

4500-1만개/µl

출혈성 질환, 출혈의 원인

간기능 검사

혈액 검사

정 상

폐결핵, 폐기종, 기관지염, 폐암

신체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그리고 특별검사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o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o 특별검사: 철도 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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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3)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그리고 특별검사로 구분되며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4) 교육훈련
국내 철도안전법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요건을 규
정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 과목과 교
육훈련 시간을 일반응시자, 운전면허 소지자, 철도차량운전 경력자, 그리고 철도관련업무
경력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응시자

교육과목 및 시간(괄호는 시간을 의미)
교육과정

이론교육 과목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능교육

o
o
o
o
o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15)
고속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90)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10)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20)
비상시 조치 등(5)

o 현장실습교육(95)
o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175)
o 비상시 조치 등(10)

디젤차량
운전면허
(1,120)

o
o
o
o

철도시스템 일반(130)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36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 등(30)

o 현장실습교육(160)
o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50)
o 비상시 조치 등(60)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1,020)

o
o
o
o

철도시스템 일반(130)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26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 등(30)

o 현장실습교육(160)
o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50)
o 비상시 조치 등(60)

o
o
o
o

도시철도시스템 일반(9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8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 등(30)

o 현장실습교육(150)
o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00)
o 비상시 조치 등(60)

o 철도시스템 일반(40)
o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100)
o 비상시 조치 등(10)

o 현장실습교육(50)
o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90)
o 비상시 조치 등(30)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420)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840)

-

철도관련법
(100)

철도장비
운전면허
(420)

나) 운전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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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및 시간(괄호는 시간을 의미)
소지면허
교육과정

이론교육 과목

디젤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15)
제1종 전기차량 고속철도차량 ∙ 고속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90)
운전면허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10)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20)
(420)
운전면허
∙ 비상시 조치 등(5)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70)
(105)
디젤차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운전면허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60)
(105)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70)
(105)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운전면허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60)
(105)
디젤차량
∙ 철도시스템 일반(10)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130)
(210)
제2종 전기차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10)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30)
(21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80)
디젤차량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250)
운전면허
∙ 운전이론(30)
(700)
∙ 비상시 조치 등(30)
∙ 철도관련법(50)
제1종 전기차량 ∙ 철도시스템 일반(30)
철도장비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220)
운전면허
운전면허
∙ 운전이론(20)
(600)
∙ 비상시 조치 등(20)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20)

∙
∙
∙
∙
∙

철도관련법(40)
철도시스템 일반(1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60)
운전이론(20)
비상시 조치 등(20)

다) 철도차량운전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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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 과목
∙ 현장실습교육(95)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175)
∙ 비상시 조치 등(10)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8)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8)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8)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8)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63)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63)
∙ 현장실습교육(5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180)
∙ 비상시 조치 등(30)
∙ 현장실습교육(5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180)
∙ 비상시 조치 등(30)
∙ 현장실습교육(4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100)
∙ 비상시 조치 등(30)

교육과목 및 시간(괄호는 시간을 의미)
경력

이론교육 과목
교육과정

기능교육 과목
공

통

전

문

∙ 철도시스템 일반(10)
∙ 디젤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철도관련법
기능(180)
(50)
∙ 운전이론일반(20)
∙ 비상시 조치 등(10)

철도차량운전업무
보조경력1년 이상
또는 철도장비운전
업무수행경력 3년
이상인자

디젤차량
또는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70)

철도차량운전업
무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2년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30)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40)
∙ 현장실습교육(2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 운전실무 및
철도관련법
기능(130)
모의운행훈련(70)
(3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 등(10)
∙ 비상시 조치 등(10)

철도차량운전업무보
조경력1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105)

∙ 철도시스템 일반(10)
철도관련법 ∙ 기계․장비의 구조 및
(30)
기능(40)
∙ 비상시 조치 등(5)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8)
∙ 비상시 조치 등(5)

철도건설 및 유지보
수에 필요한 기계 또
는 장비작업경력 1
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165)

∙ 철도시스템 일반(20)
철도관련법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20)
(50)
∙ 비상시 조치 등(10)

∙ 현장실습교육(5)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50)
∙ 비상시 조치 등(10)

∙ 현장실습교육(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60)
∙ 비상시 조치 등(20)

라)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교육과목 및 시간
경력

이론교육 과목
교육과정

기능교육 과목
공 통

디젤차량
운전면허
(630)

전
∙
∙
∙
∙
∙
∙

조작판취급자
철도시설관리 제1종 전기차량
철도관련법
자 열차조성
운전면허
(100)
승무 및 역무
(630)
∙
서비스제공자
∙
및 철도차량을
∙
정비하는 업무 제2종 전기차량
∙
경력 3년 이
운전면허
상
(490)
∙
∙
철도장비
∙
철도관련법
운전면허
∙
(60)
(245)

문

철도시스템 일반(80)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250)
운전이론 일반(40)
비상시 조치 등(15)
철도시스템 일반(80)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250)
운전이론 일반(40)
비상시 조치 등(15)
도시철도시스템 일반(60)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5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 등(10)
철도시스템 일반(20)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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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교육(35)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90)
∙ 비상시 조치 등(20)
∙ 현장실습교육(35)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90)
∙ 비상시 조치 등(20)
∙ 현장실습교육(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90)
∙ 비상시 조치 등(20)
∙ 현장실습훈련(15)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60)

교육과목 및 시간
경력

이론교육 과목
교육과정

기능교육 과목
공 통

전

문

∙ 비상시 조치 등(10)

∙ 비상시 조치 등(10)

마) 일반사항

가.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
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때는 적
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라. 모의운행훈련은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포함한다.
마.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모의운행훈련은 다른
차량종류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응시원서 제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교부한 신체검사판정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
일 이전 2년 이내인 것)
o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판정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
o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
일 이전 3년 이내인 것)
o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o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6) 필기/기능시험
국내 철도안전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합격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운전면허시험의 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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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신규응시자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
∙
∙
∙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
∙
∙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
∙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
∙
∙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
∙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
∙
∙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
∙
∙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비고 :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
한다.

나)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디젤차량운전면허
∙ 고속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취급
제1종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전기차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고속철도차량 ∙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운전면허
∙ 비상시 조치 등
∙ 비상시 조치 등
운전면허
제2종
주)
고속전기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전기차량
의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제1종
디젤차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전기차량
운전면허
운전면허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젤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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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면허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 준비점검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차량
∙ 제동취급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면허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디젤차량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차량의
운전면허
제1종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전기차량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운전면허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 준비점검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차량
∙ 제동취급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면허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준비점검
디젤차량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취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1종
∙ 철도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전기차량
∙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 제동취급
운전면허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철도관련법
디젤차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철도시스템 일반
운전면허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철도관련법
∙ 제동취급
제1종
철도장비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운전면허
기능
∙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철도관련법
∙ 제동취급
제2종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전기차량
∙ 제2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운전면허
기능
∙ 비상시 조치 등
비고 :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
는 때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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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응시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차량운전
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철도차량운전업
무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
차차장 경력 2
년 이상
철도차량운전업
무보조경력 1년
이상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

필기시험
․
․
․
․
․
․
․
․
․
․
․
․
․
․
․
․
․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
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 비상시 조치 등

기능시험
∙
∙
∙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
∙
∙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철도건설 및 유
․ 철도관련법
∙ 제동취급
지보수에 필요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철도장비 ․ 철도시스템 일반
한 기계 또는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운전면허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장비작업경력 1
․ 비상시 조치 등
∙ 비상시 조치 등
년 이상
비고 : 철도운전보조업무경력이 있는 자가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이에 대
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
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7) 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에 합격한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철도차량운전면허증 교부신청을 하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음의 경우 갱신이 가능하다.
o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
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
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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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
- 관제업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그리고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감독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o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운전면허갱신 신청일 전까지 각각 20시
간 이상 교육받은 경우
국내 철도안전법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철도안
전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표 4-8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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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처분기준
위반사항 및 내용

해당법조문

1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1항 제1호
운전면허를 받은 때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 말을 하지 못하는 자
∙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
법 제20조제1항 제2호
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 한쪽 다리 발목 이상을 잃은 자
∙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 이상 잃은 자

면허취소

3. 운전면허 효력정지 중 철도차량
법 제20조제1항 제3호
을 운전한 때

면허취소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콜
법 제20조제1항 제6호
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면허취소

5.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법 제20조제1항 제6호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
를 일으킨 때

면허취소

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법 제20조제1항 제6호
운전한 때

면허취소

7.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취소

8.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
사고를 일으킨 때
※ “사망자”라 함은
사고발행 후 72시
간 이내 사망한 자
를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 제4호

사망자가
발생한 때

2차
위반

면허취소
법 제20조제1항 제5호
효력정지
면허
3월
취소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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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4차
위반

처분기준
위반사항 및 내용

해당법조문

2차
위반

3차
위반

1천만 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효력
효력정지
정지
15일
3월
이상
이상

면허
취소

9.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
법 제20조제1항 제6호
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효력정지
면허
3월
취소
이상

※ “부상자”라 함은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
단이 있는 자를
말한다(부상자 5명
은 사망자 1명으로
본다).

1차
위반

4차
위반

10.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법 제20조제1항 제7호 면허취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또는 검사(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비고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8) 실무수습교육
국내 철도안전법에서는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운전실무수습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 실무수습
및 교육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면허종별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교육항목
∙ 선로․신호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디젤차량 운전면허

∙ 속도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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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비상시 조치 등
철도장비운전면허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나)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면허종별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운전면허

실무수습․교육항목
∙ 선로․신호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이상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비고 :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
간을 모두 포함한다.

다)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
다.
라)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9) 운행 적합성 검사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해 운행 적합성 검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철도 운영사에 의
해 자체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검사로 시행되고 있다.
o 피로정도: 운행 직전 기관사의 피로상태를 질의 방식으로 확인
o 질병여부: 현재 운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 확인
o 음주여부: 음주 여부를 확인
o 인화관계: 인화물질 휴대 및 화재 유발 물질 소지 여부 확인
o 고민여부: 개인적 고민으로 인한 도발 상황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

- 77 -

o 복장: 규정 복장 확인
o 휴대품: 규정 이외의 휴대품 소지 여부 확인
o 전달사항: 운행 관련 특이사항 및 전달사항 전달
o 기타: 기타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점검

10) 자격 유지
10년 마다 정기 적성검사 실시하며 적성검사 방식은 최초 검사와 동일하고 매 2년 마다
정기 신체검사 실시하며, 신체검사 방식은 최초 검사와 동일하다.
정기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동안 강의 및 실습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
용은 다음과 같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1호).
o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o 철도운전이론 일반
o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o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o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정신교육
o 근로자의 건강관리
o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미국의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가.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련법
미국교통안전국(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은 독립적인 연방국으로서 미국
에서 일어나는 민항기의 모든 사고뿐만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해양, 그리고 파이프라인
까지의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을 조사하는 기관이다(그림 4-2 참조). US
code 49, chapter11에 의거하여 안전국이 생겨났고, Title 4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안전국의 규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교통안전국은 사망, 재해, 재산의 피해와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 여러 수송기관
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의 안전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교통안전국의
하위 기관인 연방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은 총 8개의 팀(Administrato
r, Deputy Administrator, Administration & Finance, Civil Rights, Chief Counsel, P
olicy, Public Affairs & Executive Secretariat, Railroad Development, Safety)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교통안전국은 철도안
전법의 공표와 시행, 감독관 고용 프로그램 선택, 철도 안전과 국가철도교통정책의 향상
을 위한 연구 등을 책임지며, 미국 국민들을 위한 철도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78 -

미국교통안전국(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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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미국교통안전국, 2006
그림 4-2 미국교통안전국 조직 구성
철도안전규정(CFR Title 49 Transportation)은 총 7개의 volumes, 1399개의 chapters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두 번째 chapter의 타이틀이 철도와 관련된 연방철도국
(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관련 조항이
다.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PART 240, 기관차기사 자격과 검증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Locomotive Engineers)이며, CFR Title 49의
Chapter II는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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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CFR Title 49의 Chapter II
Part

내

용

Part 200

승객서비스 비공식 시행규칙

Part 207

철도경찰, 안전강화 절차

Part 210

철도 소음 방출 승인 규정

Part 213

궤도(track) 안전기준

Part 214

철도 작업장 안전

Part 215

철도 화물차 안전기준

Part 216

특별 공지 및 긴급명령 절차

Part 217

철도 운전규칙/운전시행

Part 219

음주 및 약물 사용 규제

Part 220

철도 통신

Part 221

후미부 표시장치, 안전유리

Part 225

철도사고/사건 보고 및 조사

Part 228

철도 직원의 서비스시간

Part 229

기관차 안전기준/검사

Part 229

기관차 안전기준/검사

Part 231

철도 안전적용 기준

Part 234

건널목 신호시스템 안전

Part 236

신호/열차제어시스템, 장치의 설치, 검사, 유지관리 및 수리에 관한
규칙/규격/지시/적용

Part 238

승객장비 안전기준

Part 239

객차 긴급사태 준비사항

Part 240

기관차기사 자격, 검증

Part 245

철도 사용자 요금

Part 260

1976년 규정개혁 행위와 철도부양

Part 266

지역철도서비스 주지원

Part 268

자기부상수송프로그램

PART 240의 Section 7에서 철도 기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o 철도 기관사: 기관차를 운전하는 여느 사람이나 그룹
o 제외 대상
- 49 CFR 218.5(f), 218.29(a)(1)의 표준처럼 기관차의 수리나 서비스 지역 내에
제한되어 있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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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차의 검사나 유지의 목적을 위해 100피트보다 적은 거리나 임시방편으로 기
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나 그룹

나.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미국에서는 기관사가 되기 위해 PART 240에서 주어진 “자격요건 프로그램”을 꼭 인증
받아야 하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4-10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4-10 PART 240 Section 101의 내용
항 목

내

용

가. §240.105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른 전동차 기관사의 감독자로서 자격요건
을 갖추기 위한 절차
나. §240.107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라 사용될 서비스 등급의 지시
다. §240.109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른 사전 안전 지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240.101

라. §240.121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라 시각과 청각의 정확함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마. §240.123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른 훈련하기 위한 절차
사. §240.125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른 지식테스트를 하기 위한 절차
아. §240.127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라 기술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자. §240.129에서 정해진 표준에 따른 운전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절차

응시자격은 만 21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자 또는 GED(미국 검정고시)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미국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의 관리 및 평가 체제는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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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체력 시험
1) 기 초 검 사

- 청력, 시력, 눈-손의 공동작업 측정
- 마약, 알코올 측정

2) 현장직원 채용

- 제동수, 기관 조수, 차장, 정비공 등

3) 현장 교육훈련

- 6개월 동안 현장, 교실에서 교육

4) 현장 교육훈련
후 시험

- 체력 시험
- 기관차 운전시험
- 기관차에 관한 법규 시험

- 기능 및 법규 시험
5) 기관사
정기 자격 검정

- 비상 대처 능력 시험
- 체력 및 마약, 알코올 측정
- 불합격 시(현장직, 재교육 및 훈련, 해고)

그림 4-3 미국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

1) 기초검사
기관사들은 물건, 기구 혹은 제어기를 다루고 조절하거나 느끼기 위해 손을 사용하거나,
전동차를 운행할 동안에는 앉아있거나 서 있는 같은 동작을 운행 시에 끊임없이 반복한
다. 전동차 운전 시, 기관사들은 전동차 컨트롤러의 재빠르고 신속한 조절이 필요하고,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라도 자세하게 봐야하며, 손이나 손가락 혹은 발을
이용하여 재빨리 반응해야 하고, 승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발음을 하는 것, 그리
고 움직이는 전동차의 속도에 대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몸의 움직임이나 장비 컨트
롤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사들이 지켜야 할 필요조건은 표 4-1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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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기관사들이 지켜야 할 필요조건
내

용

1

각기 다른 신호에 대한 반응 시 다양한 움직임들 중 재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하라.

2

물체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라.

3

아주 약한 불빛, 밝은 불빛, 눈부신 불빛에서도 물체를 파악하라.

4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해라.

5

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들은 배재해라.

6

앞을 바라보고 운전할 시에, 양측의 물체나 움직임도 간파해라.

7

구부리거나, 쭉 피거나, 뒤틀거나, 손을 뻗어 몸을 자주 풀어라.

8

운전 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수족을 함께 사용하라.
(예 - 두 팔, 두 다리 혹은 한 팔과 한 다리)

9

꼭 쥐거나 이동 또는 정리하기 위해 손이나 손가락을 사용하라.

10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밀기, 당기기 또는 운반을 위해 근육을 사용하라.

11

소리의 근원지를 결정하라.

12

피곤함 없이 긴 운전을 위해서 몸을 지지하기 위해 위장이나 허리근육을 사용하라.

13

팔을 움직일 시에는 팔을 손과 함께 잡거나 손을 맞잡아라.

14

손가락, 손, 손목을 이용하여 빠르고 반복적으로 움직여라.

15

여러 소리들 중 각기 다른 점을 파악하라.

16

몸을 움직일 시에는 몸의 몇몇 부분을 함께 움직여라. (예 - 팔&다리)
자료출처 : DEED(Department of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2006

이러한 필수조건, 필요조건들로 인하여 미국의 기관사 신체검사는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조건을 가진 자를 선발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 조건은 표 4-12와 같
다.
표 4-12 현장 직무에 필요한 신체조건
내

용

1

삽을 이용한 임무 수행

2

50~80 파운드 이상을 들 수 있고 전동차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체력

3

악천후에도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성실성

4

언제든지 현장에 대기하여 경계 태세에 돌입할 수 있는 지긋함

5

정확한 시야와 청력, 움직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의해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표 4-1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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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신체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
검사항목

합격기준
가.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의 표준을 따름.
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20/40 (Snellen 시력표 기준) 이상인 자.

1. 눈

다. 시각이 70 degrees in the horizontal meridian 이상인 자.
라. 색맹 기준을 넘은 자. (Appendix F의 의학표준 가이드라인 참고)
(불합격 시: 의사의 의견을 토대로 야간이나 악천 중의 운행 등을 피해
운전을 함)
가. 미국국가표준청력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 for
Audiometers)의 표준을 따른 청력 측정 장치를 사용.

2. 귀

나. 귀의 청력이 40db이상인 자 (500Hz, 1,000 Hz, 2,000 Hz일 때)
3. 마약&술

§240.119
물질 남용과 술/마약 규칙 승낙의 고려를 위한 규정(<표 4-14>참고)

미국에서는 국내와는 달리 마약과 술에 대한 규정을 PART 240의 119섹션에 따로 규정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표4-14와 같다.

표 4-14 PART 240 Section 119의 내용
내

용

가. 각 철도회사의 프로그램은 이 섹션을 이행하는 것을 위하여 규정과 절차를 포함함.
나. 신체 필요조건
a. 실제 물질을 남용하는 사람은 기관사로 현재 증명되지 않음.
b. 이 섹션의 (e)단락을 제외하고, 물질 남용을 현재 하고 있다고 증명된 자격이 주어진
기관사는 면허가 중지됨.
c. 이 부분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섹션의 (d)단락에 규정된 것처럼 기관사 자격이 복
직될 수도 있음.
다. 주요 술/마약 활동 ; 연방 법 규정
a. 기관사로서의 면허가 남아 있을 때 혹은 철도회사가 이 섹션의 (c)(2) 단락에 설명된
요소는 연속적으로 60달의 기간 내에 간주됨. 면허의 재검토는 사건과 이 단락에 설
명된 행위의 어떠한 사건의 문서조사보다 재빨리 시작될 것임.
b. 철도회사는 §219.101의 어떠한 위반을 고려함. 또는 철도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에 의
해 교육받을 때 PART 219의 요구사항 하에 테스트를 받는 것을 위하여 숨을 쉬는
것이나 체액 샘플을 제공해야 함.
c. 이 단락에서 설명된 부적격한 기간은;
ⅰ. 현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가장 최근 사건이 일어났던 철도회사의 결정시기에 시
작하는 것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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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ⅱ. 자격 갱신이 부정되었거나 증명이 취소되었던 사람에게 철도회사의 통지된 날짜
에 시작하는 것과
ⅲ. 이 단락에 말로 설명된 부적당한 기간은 다음 표준에 따라 결정됨
ⅳ. 이 장중 §219.102의 단일 위반의 경우, 그 사람은 평가와 어떠한 요구된 1차 처
리동안에 증명서가 안에 설명된 것처럼 비적격자로 인정됨.
(1) §219.102의 2번의 위반의 경우, 그 사람은 2년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됨.
(2) §219.101의 위반의 횟수가 2번 이상인 경우, 그 사람은 5년의 기간 동안 면
허가 정지됨.
(3) §219.101과 §219.102 각각 1번의 위반의 경우, 사람은 3년의 기간 동안 면
허가 정지됨
(4) §219.101의 이장의 1번의 위반의 경우, 사람은 9 개월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됨.
(5) §219.101의 2번 혹은 그 이상의 위반들의 경우, 그 사람은 5년의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됨.
d. 철도회사의 대표가 호흡이나 체액 샘플의 제공을 테스트를 받기 위해 지도하였을 때
에 대한 거절이나 실패를 할 경우에, PART 219 하에 거절이나 그 사람의 실패는
위반이라고 간주됨.
ⅰ. §219.102, 테스트를 위하여 소변 견본을 제공하는 것의 거절이나 실패의 경우;
또는
ⅱ. §219.101, 호흡샘플을 제공하는데 거절하거나 실패하는 경우(D항목), 독성분의
테스트를 위해 혈액 성분의 체취를 거절하거나 실패하는 경우(C항목)

2) 현장직원 채용
기초 시험을 통과한 자는 현장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현장직원으로 일하면서 6개월 동안
교실과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교육훈련
기관사가 되기 위한 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은 표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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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현장 교육훈련과목
교육과정

기능교육 과목
교육 정의, 장비 실습
열차 조작 방법
기관차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
공기 브레이크 규칙
열차 일일 점검

철도 기관사

객차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
열차 조작
기계, 전기 훈련
위험요소 파악
사건 기록 분석
FRA 240 업데이트

4) 현장 교육훈련 후 시험
현장 교육이 끝날 때, 다음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기관사 면허를 발급한다.

o 기차를 가동시킬 수 있는 체력에 관한 시험
o 기차 운전에 관한 시험
o 기차에 관한 규칙과 법 시험

5) 기관사 정기 자격검정
면허를 가진 기관사들의 정기적 자격검정은 §240.123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
은 표 4-16로 규정하고 있다.

표 4-16 PART 240 Section 123의 내용
내

용

가. 각각의 철도회사 프로그램은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해 표준과 절차를 포함해야 함.
나. 철도회사는 기관사의 각각의 기관사들이 개인의 안전, 작동 규정과 시행규칙, 장비의
기계적 상태, 안전 철도 취급의 방법(선발된 기관사의 감독관에 의해 정통적인 물리
적 특징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관련된 연방 안전 규정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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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다. 이전에 기관사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철도회사는 최소한 회사
내에서 훈련을 제공해야 함
a. 교실, 기술 수행과 신체적 특징들로 이루어져야 함
b. 지식과 기술 수행의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함
c. 자격이 주어진 수업 강사의 감독 하에 지도 돼야 함
d. 효과적으로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또는 기간의 지속시간이
구분되어야 함
ⅰ. 개인의 안전
ⅱ. 철도 운전법
ⅲ. 장비의 기계 상태
ⅳ. 기관차 취급 절차 (전동차와 기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
ⅴ. 전동차 조작을 포함한 기계적 특징
ⅵ. 연방법의 준수
e. 수행기술의 구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ⅰ. 가능한 때에 같은 관리구획에 위치하여 자격 검증된 지도자의 감독 하에 실행함
ⅱ. 중요한 시기에 전동차의 제어를 훈련할 기관사에게 넘겨줌
ⅲ. 훈련할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허락함

기관사 면허는 정기적으로 기능 및 법규에 관한 시험을 통해 효율성과 규칙에 관한 인지
능력을 검사하며, 비상 대처능력에 관한 시험을 통해 갑작스런 상황 발생으로 인한 대처
능력을 검사하며, 체력 시험과 마약 및 알코올 측정을 통해 기차 가동에 문제없게 주의
시키고 있다.

기관사 정기 자격시험에 불합격 시, 현장직으로 다시 밀려나거나,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며, 이 두 가지의 다른 대안과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명이 난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게 된다.

또한 미국 철도안전법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성된 내용은 표 4-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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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PART 240 Section 307의 구성내용
내

용

가. 기관사로서의 새로 자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철도회사는 그 면허자격이 유효한
동안, 더 이상 기관사로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면허 자격은 취소가 됨.
나. 이 섹션 하의 면허를 취소하는 동안 철도회사는;
a. 그 사람의 자격부족을 지적하는 정보를 담은 수령증을 가지고 되면, 즉시 그 사람의
면허를 정지함.
b. 정지통보는 반드시 수필의 형식으로 전해져야 하며, 만약 구전의 형태로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96시간 내에 서식 형식으로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재 전달해야 함.
c. 청취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d.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청취록을 작성하여야 함.
e. 적절한 때에, §240.117이나 §240.119의 규정된 규칙 하에 부과함.
f. 청취록은 3년 이내의 보유양만 소유함.
다. 청취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 포기의 의미는;
a. 서술형식으로 작성되었음.
b. 이 섹션의 권리와 지식을 자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임.
c. 포기각서에 서명한 사람임.

3. EC의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가.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련 지령(directives)
EC의 Directorate-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에서는 다음의 근거를 기반으로
EC 회원국 간의 통일된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3].
o Directive 91/439EC driving licences for power driven vehicles(plus directive
2000/56/EC amending it)
o Directive 96/50/EC harmonization of boat masters certificate
o Directive 2001/25/EC minimum level of training for seafarers
o COM(2000) 56 final training of professional drivers in road transport
o Directive 1991/670/EEC mutual acceptance of personnel licences in civil
aviation
o Proposal on air traffic controllers' licence
o Proposal on driving licences for cars
EC는 철도기관사 자격요건 인증제를 통해 철도교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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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진행해 왔다[4-1].
o 부수적 철도 계약에 관한 공통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적 합의
o 유럽 철도 운전자 면허의 도입과 관련된 제언을 유럽 의회와 자문위원회에 제시
o 협정 조약 139(Article 139 of the Treaty)에 따라 유럽 연합국에 의한 유럽 연합
국 회담의 구상 아래 진행
EC는 독일의 Wurzburg 대학에 유럽 철도 기관사의 자격요건 및 인증에 대한 규정 및
지령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Hans-Peter Kruger 교수는 EUROPASS와 같은 유
럽의 각 국가 간 철도 운행에 요구되는 기관사의 자격 및 인증의 통합 모듈을 개발하였
다[4-3].
EC는 기관사의 자격요건 및 인증에 대한 통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4-1].
o 공동의 철도 안전도의 유지 및 개선
o EC 회원국이 공통의 운전면허를 가짐으로 인해 상호 운용성을 증진
o 철도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용을 증진
o 운전자 간의 가동성을 증대
o 새로운 EU 철도 문화 개발
o 하나의 EU 철도 시스템 구현
통합 기관사 자격요건 및 인증 시스템(이하 ‘인증 시스템’으로 칭함)은 안전 지령에 따라
안전 자격증이 필요한 모든 EU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며, 자국의 노선과 국경을 넘는 모
든 노선에 적용된다. 또한 EC의 인증 시스템은 EU 연합국 간의 공동 승인을 통해 발효
되며, 인증 항목은 선발방법, 훈련 및 교육 체계, 그리고 경험 요건이며, 자격증은 기관
차의 종류와 자격증에 명시된 기반 시설에 국한된다.
인증 시스템의 선발요건은 최소 교육 수준 9년과 2~3년의 직업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A형 자격증의 연령(18세)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은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음. 또한, 정신 감정과 언어 시험을 통해 응시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인증 시스템은
교육훈련을 통해 일반적 지식, 기반 시설에 대한 지식, 철도 차량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운전 기술 습득을 위한 실제 훈련이 실시되며, 교육훈련은 합법적 권한에 의해 공인된
교육 전문가에 의해 실시된다.
o 운전자의 일반적인 지식 (예)
- 직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
- 증기 기관
- 다양한 참고 문서와 적용
- 인명 사고 절차
- 철도 수송에서의 위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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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원칙의 확인
- 전기-기계의 원리
o 철도 차량에 관한 운전자의 지식 (예)
- 모든 상황에서 엔진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 것
- 모든 상황에서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 것
- 탈선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
- 기차 운행 중 이례적인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
o 기반시설에 관한 운전자의 지식 (예)
- 관련된 문서의 사용
- 신호 시스템
- 차량 통제자, 안전 감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과의 의사소통
- 인적, 물적 사고 시 행하는 기본적 기술
- 충분한 노선 지식
인증 시스템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를 적용하며, 이론시험과 EU 철도 네트
워크상에서 실제 운전이 가능할 수 있는 기관사의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인증 시
스템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은 정규 노선 지식과 철도차량 시험을 통해 매년 실시(혹은 3
개월간 업무 부재 시 실시)하며, 40세까지 매 5년마다, 61세까지는 매 3년마다, 62세 이
상은 매년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자격갱신이 가능하다. 인증 시스템은 기관사의 자질 관
리는 별도의 공통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의 독립적 평가를 통해 신체, 정신, 훈
련 정도 등에 대한 EC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EC 회원국의 기관사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
o 여객열차 기관사는 DB AG Personenverkehr에서, 화물열차 기관사는 DB AG
Cargo에서 고용하며, 다음 사항을 가진 자를 선발한다.
-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문적인 철도 직원으로써의 실무경험이 최소 2년 이상 되
는 숙련된 자
- 엄격한 개별 선발 절차를 통과한 적합한 지원자
- EBO의 적합성과 적격 요구사항, DB AG 지령의 의학, 심리학 검사에 합격한 자
o 선발 절차에서 고려되는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융통성
- 다른 작업장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있는가?
- 기술과 공학에 대한 흥미
- 신뢰성이 있는가?
- 성과를 올리려는 의지
- 작업에 대한 준비성, 주말 업무
o 역량관찰을 통해 기관사의 작업을 일 년에 두 번 관찰한다.
o 정기적 신체검사를 통해 기관사는 매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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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
o 기관사는 다음 두 개의 요구사항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 최소한 9년의 교육을 받고 2년간 기술학교에서 기계, 전기를 포함한 교육을 받
았거나, 관련된 훈련(기계 외 유사과목)을 받는 사람
- 최소한 12년의 교육으로 수학, 물리, 등이 선호되며, 다양한 레벨의 공학도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큼
o 지원자들은 5시간의 정신 감정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테스트하게 된다.
-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 방향과 공간에 대한 감각
- 기계에 대한 이해
- 수의 이해
- 정신적 능력
3) 프랑스
o 기관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기량, 교육적 배경, 언어 능력을 갖춘 자
- 일반, 기술, 혹은 전문 고등학교 학위 혹은 전문적 스터디(BEP) 취득자
- EU에 포함된 나라의 국적
- 다음과 같은 의학적, 신체적 결함이 없는 자;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의식을 자주
잃거나 언어의 장애, 운동신경장애, 인지불능, 감각장애, 경련이나 행동장애, 간
질, 정신병, 두개골 외상
- 교정 필요하지 않은 시력 : 최소 양안 시력 1.2 이상
- 교정하였을 시 양안 1.7 이상
- 일련의 정신 테스트 합격자
-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
4) 오스트리아
o 기관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참가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장거리 운전은 최소 21세 그 밖에 18세
- 훈련을 위해 선발되는 최대 연령: 외부 지원자일 경우 30세
- 정신적, 신체적 요건: 정신 감정, 작업 시험(주의력, 집중력, 작업 스트레스를 견
디는 능력, 반응 시간, 지능 테스트, 구조화된 면접 등의 요건은 DVP 32법규에
설명되어져 있음)
- 시력 : 시력 교정 도구의 불인정(+/- 디옵터의 고령 지원자들에게는 이 요건에
대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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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오스트리아의 특정 열차나 기관차를 운전 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철도 회사뿐 아니라 국제적 철도 회사의 기관사들은 오스
트리아에서 운행하려면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기관사 자격 검증은 기술 검사, 운영 검사, 실기 검사 요건으로 법제화 되어 있
음.
5) 네덜란드
o 기관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자격으로 기본 기량, 교육적 배경, 언어 능력을 요구함.
-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기관사 자격을 요건화 함.
첫째, 규정된 속도로 여객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량의 기관사
둘째, 40km.p.h 이상으로는 여객열차를 운전할 수 없고 25km 내의 범위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된 기량의 기관사
- 필기시험, 컴퓨터와 구두시험, 실기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이론,

법규, 열차의 이용과 지식, 기반 시설 지식, 기계의 사용과 운전 실무 등
- 실무 수습 교육으로 한정된 기량의 기관사는 숙련된 기관사의 지도 아래 최소
40시간 운행을, 완벽한 기량의 기관사는 한정된 기량의 기관사 경력과 연습
200일과 고속 기관사의 지도 아래 20일을 운행하여야 함.
- 기관사의 주기적 자격요건 평가로 신체검사와 정기검진이 있으며, 40세까지는
매 5년, 50세까지는 매 4년, 50세 이상은 매 2년으로 규정됨.
- 정기적 심리 검사는 40세까지는 5년 마다, 40세 이상은 4년으로 규정됨.
-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 양안 1.0이상이며, 교정 렌즈 +/-8디옵터 이상임.
- 청력 기준은 허용되는 청력 결함 (1에서 2kHz,양쪽)<100db이며, 허용되지 않는
청력 결함 (1에서 2kHz,양쪽)>140db으로 규정됨.

나.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2003년 7월 16일 열린 기관사 자격증에 관련된 EC의 working document에 따라 EC
회원국의 철도 기관사 선발 체계 통합과 면허의 공통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EC의 기관사 자격요건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o “competent authority(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이라 함은 면허의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는 지원서가 완성된 이후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Member State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
o “train driver(철도기관사)”라 함은 승객이나 제품을 철도로 나르는 철도를 운전할
수 있는 자로써,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고, 안전 예절을 갖춘 사람
o “infrastructure manager(하부기관 관리자)”라 함은 철도 하부기관의 설계와 유지,
또는 하부 기관의 운용과 안전 시스템의 관리를 포함한 지침 91/441/E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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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에 정의된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업자
o “railway undertaking(철도 사업자)”이라 함은 어떤 공공의 공공 또는 개인이 맡고
있는 철도로 인한 제품과/또는 승객의 운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o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TSI)”라 함은 지침 96/48 /EC and
2001/16/EC에서 정의된 고속철도와 보통철도의 trans-European system과의 상
호사용을 확실히 하기위한 하부시스템이나 하부시스템의 부분에 적용하는 설명서
o “Agency(기관)”라 함은 European Railway Agency를 말하고, 예를 들어 관련된
규정초안으로부터 설립된 공통 철도 안전과 상호작용 하는 기관
o “driver's certificate(운전자의 면허)”라 함은 구상된 지침에 따르는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의해 발행된 자격증을 말하고, 엔진과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o “safety certificate(안전 면허)”라 함은 (지침의 Article 10에 따르는) 철도 안전에
대한 지침 초안의 Article 16에 언급된 국가 안전 자격에 의해 철도 사업자에 발
행하는 면허
o “safety authorization(안전 권한부여)”라 함은 (지침의 Article 11에 따르는) 철도
안전에 대한 지침 초안의 Article 16에 언급된 국가 안전 자격에 의해 하부기관
관리자에게 발행하는 면허
EC 회원국의 철도 기관사 면허의 공통모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재화와 승객을 수송하는 열차의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The Member States는
Community model에 기초하여 공통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 네 개의 part로
구성된다.
- Part A : 운전자의 증명, 범위와 자격이 부여된 면허
- Part B : 의료 검진
- Part C : 철도 차량에 관한 권한부여
- Part D : 인프라에 관한 권한부여
o 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사의 category를 A~E까지 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ategory A : 엔진을 shunt하고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
- category B : 지방 또는 지역의 승객 수송
- category C : 재화 수송
- category D : 장거리 승객 수송
- category E : 고속 열차
면허는 Member States의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의해 발행된다. 면허를 가진 자만
이 열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자 (또는 인프라 관리자)로부터 수송 작동의 책
임에 관한 안전 면허(또는 안전 자격 부여를 받은 경우)를 제공 받은 경우, 그러나 오직
운전면허와 안전 면허(혹은 안전 자격부여) 둘에 의해 면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한 면허는 상호 승인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Member States에 의해 발행되며, 이 승인
은 특별한 하부기관이나 철도 차량에 구체적이지 않은 모든 요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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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절차의 전반적인 과정은 크게 운전면허의 발급과 운전면허의 유지
로 구분되며, 그 체계는 다음 그림 4-4와 같다.

a. 최소 요구
b. 최소 연령
1)
c. 기본적 훈련과 기술

요구

운전
면허

기본

d. 전문적 경험

사항

의
e. 전문적 자격
발행
2) 운전면허 지원

3) 운전면허의 발행

4) 면허의 유지 및 교체

5) 면허의 교체관할권이 있는
면허

사업기관의 사업위임

의
6) 의사결정 기준
유지
7) 철도 사업자의 유동성
8) 정보와 등록자의 교환

그림 4-4 EC 회원국의 운전면허 발급 및 유지(공통 모델)

1) 기본요구사항
o 최소 요구: 모든 운전자는 철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이 요구되며, 운전자
의 업무는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o 최소 연령: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적어도 21세 이상이어야 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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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Member States는 category A 의 경우에 있는 18세에게는 운전면허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o 기본적 훈련과 기술
- 지원자는 1985년 7월 16일에 정해진 Council Decision 85/368/EEC에 언급된
레벨

3에

동등한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되며,

European

Community의

Member States 사이의 직업상 훈련 자격과 동등하다.
- 지원자는 competent authority(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의한 의료 승인을 거
친 의사로부터 의료 검사를 거친 신체적 건강 진단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검사
는 적어도 별도의 지침 부록에 있는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 지원자는 competent authority(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의한 승인을 거친 심
리학자로부터 시험을 통과하여 정신적 건강 진단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검사는
적어도 별도의 지침 부록에 있는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 지원자는 별도의 지침에 있는 부록에 구체화 되어있는 기본적인 언어구사 능력
에 적합해야 하며, 이 범주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지원서를 쓸 때 지원 대상
국의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o 전문적 경험
- 지원자는 Categories C, D, E에 지원하기 위해 Categories A와 B에서의 전문
적 경험이 2년 이상 있어야 한다.
o 전문적 자격
- 지원자는 별도 지침의 부록에 묘사된 훈련에 관련된 개요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을 이수해야하며, 훈련의 방법은 competent authority(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
에 의해 세워진다.
- 지원자는 일반의 전문가적 지식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이 시험은 적어도
별도 지침의 부록에 구체화 되어있는 일반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 지원자는 면허가 적용된 열차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
며, 이 시험은 적어도 별도 지침의 부록에 구체화된 문제를 포함해야한다.
- 지원자는 면허가 적용된 하부기관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
며, 이 시험은 적어도 별도 지침의 부록에 구체화된 문제를 포함해야 하고, 선
로, 운행 법, 신호체계, 제어 명령 시스템과 라인에 포함된 긴급 절차를 포함해
야 한다.

2) 운전면허 지원
o 새로운 면허의 발급: 신규 혹은 재발급
o 갱신: 항목 변경 시
o 재확인: 주기적 시험을 통과하도록 면허에 제시
o 범위의 확장 : 면허의 유효기간은 열차 혹은 새로운 인프라의 새로운 유형을 포함
하기 위해 확장

3) 운전면허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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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이 면허를 발행하고 면허는 Member State에서 발행된 언
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4) 면허의 유지 및 교체
o 면허의 유지
-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자는 시험을 치르고/거나 Article 9,
10, 11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시험을 치러야함. Member
States는 다음의 최소요구 기간에 따라 시험과/또는 검사의 기간과 범주를 세워
야 한다.
- 의료 검사: 40살 이상은 매 5년마다, 41세부터 61세까지는 매 3년마다, 60세 이
상은 매년
- 선로에 대한 지식: 3개월 이상(선로 변경 시 적절한 시기에)
- 열차에 대한 지식 : 3개월 이상(차량 변경 시 적절한 시기에)
- 철도 사업자와 하부기관 관리자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체제에 의해 정의된 운

전자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세워야 하며, 만일 감시의 결과가 운전자의 적
성이나 운전면허의 유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고용자는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
관에 의뢰하여 자격의 박탈을 요구해야 한다.
o 면허의 교체
- 면허소지 기관사의 고용자 혹은 (적절한 곳에서) 기관사가 스스로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그들의 면허에 협의된 기관사의 권리에 대해 문제시 되는 건강 혹은
환경에 대한 주요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 만일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이 필요한 요구사항의 하나 혹은 여러 가지를 만족
시키지 못한다면, 기관은 면허를 즉각 철회하여야 하고 운전자나 운전자의 고용
주에게 결정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5)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의 사업위임
o 이 사업에 책임이 남아있는 동안에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은 확실한 과업을 위임
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o 신체 건강의 검사: 의사 또는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의해서 공인된 보건안전기
관에 위임 한다.
o 정신 건강의 검사: 심리학자나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직업의 심
리학 법인에 위임 한다.
o 대체적인 전문적인 능력의 검사: 법인이나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으로부터 공인된
검사 자에 위임 한다.
o 열차와 하부기관에 관련된 전문적 능력의 검사: 법인이나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
으로부터 공인된 검사 자에 위임 한다.
o 갱신, 범위 확장과 면허의 갱신은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으로부터 위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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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결정 기준
o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은 공개되고, 투명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일을 수행해
야 한다.
o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은 적당한 시기에 고용자나 새로운 면허를 위한 지원서에
관한 어떤 결정의 재검토를 적용해야 된다고 고려되는 운전자에 의한 행정상의 호
소 절차를 세워야 한다.
o Member State는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으로부터 행해진 결정의 법적 관리를 보
증하기 위해 적절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7) 철도 사업자의 유동성
o 기관사가 철도사업자에게 고용 해지되면, 철도사업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
관에 알려야 하며,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다.
o 만일 기관사가 면허기간의 만료 이후 다른 사업자에 채용되면, 면허는 적절한 시기
에 사업자 혹은 운전자의 갱신을 위한 지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

8) 정보와 등록자의 교환
o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은 발행되거나, 만기되거나, 혹은 재확인되거나, 수정하거
나,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혹은 잃었거나 혹은 파기된 모든 면허의 등록을 유지
해야한다.
o 다른 Member State에 의해 발행된 면허 범주의 갱신 혹은 확장이 적용되었다면,
다른 Member State의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o 자격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다른 Member States의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에 제
공해야한다.
EC 회원국에 대한 기관사의 훈련과 면허자격의 평가는 공통모델에 의해 각 국가마다 동
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o 훈련
- 전문적 자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Article 12(1)
에 제공되어 있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Member States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훈련프로그램의 공평
하고 부차별적 이수를 관리해야 한다.
o 평가
- 면허의 평가는 패널에 의해 실행되고, 그 패널은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으로 부
터 인지가 되어야 한다.
- 필요하다면, 평가자와 평가 방법의 선택은 기관(규정 초안의 article 17에서 볼
수 있는)에 규정된 Community 표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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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질 기준
-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은 훈련, 자격의 평가에 관련된 과업을 보증해야 하고,
면허와 재확인의 갱신이 달성된 기본적 요구사항과 전문적인 자격에 관하여 명
확히 보증하기 위한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 인가
- 인가 절차는 EN 45000 시리즈의 유럽 표준과 관계하여 적성 검사 결과에 기초
하여야 한다.
- 관할권이 있는 사업기관은 지침의 체계에서 인가된 기관사의 등록, 면허 발행 및
갱신을 주관해야 한다.
o 독립적 평가
- Member State는 지식, 이해, 체력과 적성의 접근과 획들을 위한 절차에 관한
독립적 평가와 5년 이내에 실행되는 면허를 발행하는 시스템의 관리를 보증해야
한다.
- 필요하다면 Member States는 독립적 평가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며, 평가 보고서를 평가가 완성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일본의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가.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련법
1) 일본의 철도 안전관련 법령 체계

부 문
철도사업 전반
철도영업관계

시설/차량관계

운전/보안관계

관

련

법

령

철도영업법, 철도영업법 시행규칙, 철도사고 등 보고규칙
신간선철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동 시행규칙
보통철도구조규칙, 신간선철도구조규칙, 특정철도시설에 관한
내진보강에 관한 시행령
운전안전 확보에 관한 시행령, 철도운전규칙, 철도차량검사 기준,
신간선철도, 운전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2) 기관사 자격증 제도 / 법률과의 관계
가)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발행하는 기관사 국가자격증 취득
o 철도 영업법 제 21조 궤도법 : 기관사에 관한 자격부여 기준 정립
o 동력차 조종사 운전 면허에 관한 성령 제 8조 : 수험 자격
o 동력차 조종사 운전 면허에 관한 성령 제 6조 : 운전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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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력차 조종사 운전 면허 취득 방법
o 국토교통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직접 합격하는 방법
o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3) 동력차 조종사 운전 면허 종류(동력차 조종사 운전 면허에 관한 성령 제 4조)

운전 면허종류

동력차의 종류

증기기관차

철도 영업/궤도 사업용(궤도 운전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

운전 면허

을 받는 것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증기기관차
철도 사업(신간선 철도/자기유도식 철도를 제외)/궤도 사업용(궤도

전기차 운전 면허 운전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정)으로 제공
하는 전기차
철도 사업(신간선 철도/자기유도식 철도를 제외)/궤도 사업용(궤도
내연차 운전 면허 운전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정)으로 제공
하는 내연차
신간선 전기차
운전 면허
제１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 면허
제2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 면허

철도 사업용(신간선 철도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전기차

철도 사업용(자기유도식 철도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전기차
철도 사업용(자기유도식 철도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전기차(자동 운
전 장치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때, 근처의 역 또는 차고까지 해당
전기차를 조종 할 경우에 한정)

제１종 자기유도에
기록되어 있는

철도 사업용(자기유도식 철도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내연차

일연차 운전 면허
제2종 자기유도에 철도 사업용(자기유도식 철도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내연차(자동 운
전 장치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때, 근처의 역 또는 차고까지 해당
기록되어 있는
일연차 운전 면허 내연차를 조종 할 경우에 한정)
을종 증기기관차
운전 면허
을종 전기차운전
면허
을종 내연차운전
면허
무궤도 전차
운전 면허

궤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증기기관차

궤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전기차

궤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내연차

무궤도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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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험 자격(동력차 조종사 운전면허에 관한 성령 제 7조)
가) 20세 이상의 사람
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일 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5) 동력차 조종사 면허 시험 자격 요건(동력차 조종사 운전면허에 관한 성령 제
8조)
가) 신체검사

항 목

기

준

각 안의 시력이 맨눈의 시력으로 1·0이상 또는 교정 안경(근시 8·0디옵
터 이하, 원시 3·0디옵터 이하에 한정한다.)에 의해 1·0이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
시 력

정상적인 양쪽 시력 기능을 가지는 것.
정상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
색각이 정상적인 것.

청 력

각 이 모두 5미터 이상의 거리로 속삭이는 말을 분명하게 청취할 수 있
는 것.

심장 질환, 신경 및 정신의 질환, 안질환, 운동 기능의 장해, 언어 기능의
질병/신체
기능의 장해의 장해 그 외의 동력차의 조종에 지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 또는 신
체 기능의 장해가 없는 것.
유무
중 독

알콜 중독 , 마약 중독 그 외 동력차의 조종에 지장을 미치는 중독의 증
상이 없는 것.

나) 적성검사 : 크레펠린 검사, 반응속도 검사 외에 동력차의 조종에 관해서 필
요한 적성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 필기시험

운전면허의 종류

동력차의 조종에 관한 법령과
관련되는 과목

갑종 증기기관차
운전면허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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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차의 구조/기능에 관한 과목
∘ 증기기관차의 구조/기능
∘ 운전 이론

운전면허의 종류

동력차의 조종에 관한 법령과
관련되는 과목

동력차의 구조/기능에 관한 과목

∘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 일반 상식

갑종 전기차 운전면허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 전기차의 구조/기능
∘ 운전 이론
∘ 일반 상식

갑종 내연차 운전면허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 내연차의 구조/기능
∘ 운전 이론
∘ 일반 상식

신간선 전기차
운전면허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 신간선 철도의 전기차의
구조/기능
∘ 운전 이론
∘ 일반 상식

제１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 면허,
제2종 자기 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 자기유도식 철도의 전기차의
구조/기능
∘ 운전 이론
∘ 일반 상식

제１종 자기유도에
기록되어 있는 일연차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운전면허. 제2종
정하는 성령
자기유도에 기록되어 ∘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있는 일연차 운전면허

∘ 자기유도식 철도의 내연차의
구조/기능
∘ 운전 이론
∘ 일반 상식

을종 증기기관차
운전면허

∘ 궤도 운전 규칙
∘ 증기기관차의 구조/기능
∘ 운전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성령
∘ 운전 이론
∘ 도로 교통법 및 도로 교통법
∘ 일반 상식
시행령

∘ 궤도 운전 규칙
∘ 전기차의 구조/기능
∘ 운전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성령
∘ 운전 이론
을종 전기차운전 면허
∘ 도로 교통법 및 도로 교통법
∘ 일반 상식
시행령
∘ 궤도 운전 규칙
∘ 내연차의 구조/기능
∘ 운전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성령
∘ 운전 이론
을종 내연차운전 면허
∘ 도로 교통법 및 도로 교통법
∘ 일반 상식
시행령
∘ 무궤도 전차 운전 규칙
∘ 무궤도 전차의 구조/기능
무궤도 전차 운전면허 ∘ 운전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성령 ∘ 운전 이론
∘ 도로 교통법/도로 교통법 시행령 ∘ 일반 상식

라) 기능시험 : 속도관측, 거리 눈짐작, 제동기 조작, 제동기 이외의 기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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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운전, 비상의 경우 조치 등에 대해 실시한다.
6) 시험의 면제 대상(동력차 조종사 운전면허에 관한 성령 제 9조)
가) 국토 교통성 대신의 지정한 동력차 조종에 관한 강습을 실시하는 시설의 강
습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수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다음과
같다.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운전면허와 관련되는 강습 과정을 수료한 사람

받으려고 하는 운전면허와 관련되는 강습 과정 또는 강습 과정
중 기능 강습 이외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면제하는 시험
∘ 신체/적성 검사
∘ 필기/기능 시험
∘ 신체/적성 검사
∘ 필기시험

나) 공영철도 동력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해당업무에 종사하
고 있던 사람으로 그 업무로부터 떠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다음
과 같다.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면제하는 시험

받으려고 하는 운전면허의 동력차에 대응하는 공영철도 동력차를 ∘ 신체/적성 검사
조종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던 사람
∘ 필기/기능 시험
받으려고 하는 운전면허의 동력차에 대응하는 공영철도 동력차
이외의 공영철도 동력차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던 사람

∘ 신체/적성 검사

다)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고등학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교의 기계과 또
는 전기과의 졸업자로 재학중 동력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과목을 학습한
경우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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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운전면허와 관련되는 동력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과목을 학습한 사람

면제하는 시험
∘ 필기시험 중 동력차
의 구조/기능에 관한
것

라)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로 다
음과 같다.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면제하는 시험

∘ 신체/적성 검사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의 조종의
∘ 필기시험 중 동력차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외)으로 해당 운
의 구조/기능에 관한
전면허에 대응하는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것
∘ 신체/적성 검사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의 조종의
∘ 필기시험 중 동력차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외)으로 다른 운
의 조종에 관한 법령
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과 관련되는 것
∘ 신체검사
전기차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
∘ 필기시험 중 동력차
의 조종의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외)으
의 구조 및 기능에
로 신간선 전기차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관한 것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의 조종의
∘ 신체/적성 검사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으로 제１종
∘ 필기시험 중 동력차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 제2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
의 조종에 관한 법령
허, 제１종 자기유도 일연차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자기유도 일
과 관련되는 것
연차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 신체/적성 검사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의 조종의
∘ 필기시험 중 동력차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외)으로 해당 운
의 구조/기능에 관한
전면허에 대응하는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것
∘ 신체/적성 검사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의 조종의
∘ 필기시험 중 동력차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외)으로 다른 운
의 조종에 관한 법령
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과 관련되는 것
∘ 신체검사
전기차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
∘ 필기시험 중 동력차
의 조종의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제외)으
의 구조 및 기능에
로 신간선 전기차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관한 것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지방 운수 국장이 동력차의 조종의 ∘ 신체/적성 검사
범위를 한정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으로 제１종 ∘ 필기시험 중 동력차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 제2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
의 조종에 관한 법령
제１종 자기유도 일연차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자기유도 일연차
과 관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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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면제하는 시험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 신체/적성 검사
신간선 전기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전기차의 ∘ 필기시험 중 동력차
의 구조 및 기능에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관한 것
신간선 전기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１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 제2종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 제１종
∘ 신체/적성 검사
자기유도 일연차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자기유도 일연차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것

6) 시험의 시행(동력차 조종사 운전면허에 관한 성령 제 10조)
o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동력차 기관사의 교육훈련(종합훈련 센터 교육체계)
가) 학과수업(3개월간 8과목 총 400시간)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철도 일반

21시간

전 차 선

40시간

정 비

119시간

운전 이론

60시간

운전 규정

92시간

검사/응급조치

18시간

신호/선로

42시간

안전 관리

8시간

나) 기술강의(4개월간 4과목 515시간)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기초 강의

15시간

열차검사 후
정거장외 본선운전

10시간

열차의 실승무 강의

440시간

비상 응급조치

50시간

다) 종합훈련 센터 입교 후 단독승무까지 약 10개월 소요된다.
라) VTR 통한 기술강의 : 기관사 훈련의 진행, 운전실습, 차량검사 등의 학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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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험에 통과, 운전지도, 국토교통성에서의 운전면
허 취득과정
8) 면허 취득후 기관사 능력향상 교육
가) JR Training Center : 3개월, 6개월, 1, 2년 단위 능력향상 교육훈련
나) JR East General Education Center : 4, 6년 후에 훈련센터 입교 교육훈련
※ 사고 시에는 한 달 동안 현업 소속에서 법규지정 훈련 실시한다.

다) 교육훈련 내용
o 1년 이내 : 기초 부분, 규칙, 고장 처리능력
o 2년 이내 : 정신교육 강화와 신차량 기술습득
o 3년 이상 : 전 분야 훈련
※ 현업소속에서 매월 2시간 신차량 및 규정 등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한다.

9) 운전의 안전에 관한 규범(운전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성령)

부

강

문

령

일반 준칙

내

용

1. 안전의 확보는 수송의 생명이다.
2. 규정의 준수는 안전의 기초이다.
3. 집무의 엄정은 안전의 요건이다.
1. 규정의 휴대
- 종사원은 항상 운전 취급에 관한 규정을 휴대해야 한다.
2. 규정의 이해
- 종사원은 운전 취급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3. 규정의 준수
- 종사원은 운전 취급에 관한 규정에 충실하는 한편,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4. 작업의 확실
- 종사원은 운전 취급에 익숙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취급에 혐의가
있을 때는, 가장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취급을 해야 한다.
5. 연락의 철저
- 종사원은 작업에 관련해서 관계자와의 연락을 긴밀히 해, 타합을 정
확하게 해야 하는 한편, 서로 협력해야 한다.
6. 확인에 힘써 함
- 종사원은 작업에 해당하는 필요한 확인을 힘써야 하며, 한번 해두는
측에 의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 운전 상황의 숙지
- 종사원은 자기의 작업에 관계가 있는 열차(차량)의 운전 시각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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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내

용

시키면 안 된다.
8. 시계의 정정
- 종사원은 직무상 사용하는 시계를 항상 바로잡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9. 사고의 방지
- 종사원은 사고의 방지에 노력해 여객 및 공중에 상해를 주지 않게 최
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사고의 처치
- 종사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신속하
게 안전 적절한 조치를 취해, 특히 인명에 위험이 생겼을 때는 전력
을 다해 그 구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위 성령은 철도/궤도의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항상 준수해야 할 운
전의 안전에 관한 규범을 정해 안전한 수송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0) 철도에 관한 계원의 기술상 기준(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가) 운전의 안전 확보(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9조)
o 열차 등의 운전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지식 및 기능 및 운전 관계의 설비를 종합적
으로 활용해 그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 등(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10조)
o 철도 사업자는 열차 등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자 및 시설
및 차량의 보수 그 외 이것과 비슷한 작업을 실시하는 계원에 대해 작업을 실시하
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o 철도 사업자는 열차 등의 운전에 직접 관계된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자가 작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적성,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이 아니
면 그 작업을 실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o 철도 사업자는 열차 등의 운전에 직접 관계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자가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 작업을 실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동력차를 조종하는 관계자의 승무 등(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11조)
o 열차에는 동력차를 조종하는 관계자를 승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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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구조 등에 의해 해당 계원을 승무시키지 않아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
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o 동력차를 조종 하는 관계자는 동력차 조종자 운전면허에 관한 성령 제4조의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철도 사업자가 공공 단체일 때
- 운전 견습중의 관계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해당 운전면허와 관련되는 동
력차에 동승 해 그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때
- 본선을 지장 할 우려가 없는 측선으로 이동할 때

나. 기관사 자격요건 평가체계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철도기관에 입사 할 수 있으며, 입사하기 위해
서 국어, 수학, 물리, 화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출제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필기시
험에 합격하게 되면, 면접을 본 후, 심리․적성검사를 통해 인간성과 사회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3차에 걸친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철도원으로 입사가 결정되는데, 여러 분야들
중,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선, 역무원으로서의 직급으로 시작하게 된다. 또한 1~2년의 역
무원의 경험을 쌓게 되면, 차장 등용 시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시험에서 합격
한 후, 1~2개월의 연수를 통해 차장으로 임명된다.
일본의 차장은 차내 방송, 차내의 문 조작과 차내 검표 등의 일을 하며, 차장으로서
1~2년의 경험을 하게 된 후, 운전기사 등용 시험을 받게 된다. 즉, 일본의 철도 운전기
사, 즉 기관사가 될 수 있는 국가면허에 응시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일본의 철도
기관사 자격 면허의 종류는 갑종, 을종, 신칸센, 제1종, 제2종 등으로 나뉘는데, 이 종류
는 철도 체계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것으로서, 일반 철도의 종류는 갑종, 제 1종에 해당된
다.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실시하는 동력차 조종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도로의 교통인 경우, 화물․여객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철도인 경우에는 구별이 없으며,
갑종과 제1종에 해당되는 면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

류

내

용

갑종(甲種)

증기기관차 운전면허(蒸気機関車運転免許)
전기차 운전면허(電気車運転免許)
내연차 운전면허(内燃車運転免許)

제1종(第一種)

자기유도식 전기차 운전면허(磁気誘導式電気車運転免許)
자기유도식 내연차 운전면허(磁気誘導式内燃車運転免許)

다음 표 4-18의 순서를 거쳐, 국토교통성 인가의 양성시설에서 약 500시간의 강의와 전
문교육훈련을 받고 나서야 정식적인 일본의 철도 기관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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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일본 철도 기관사 자격시험 절차
시험전형

내

용

연령 - 20세 이상
시력 - 나안시력 1.0 이상, 또는 교정 1.0 이상, 색각 이상인 자(색약
1차 신체검사

및 색맹)
청력 - 각 5m이상 거리로 속삭이는 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자
각종 신체검사에서 정상인 자(심전도 검사 및 그 외 여러 검사)

2차 적성검사

국토교통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통과한 자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 다름.

3차 필기시험

예) 갑종 증기기관차 운전면허 -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운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성령, 증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 이론, 일반 상식

4차 실기시험

속도 관측, 거리 눈짐작, 제동기 조작, 제동기 이외 기기의 취급, 정시
운전, 비상 경우의 조치

제 3 절 평가 및 결론
국내 철도 기관사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는 철도안전법(2006년 7월 시행 예정)에 따라
면허제도,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진 철도국 체계에 대한 비교검
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현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 정기적으로 기관사 자격검정을 위한 평가절차의 필요성
o 기관사 응시자격으로서 체력시험의 필요성
o 응시자격으로서 기억력 시험 및 정신감정의 필요성
o 기관사 면허시험 전에 기초 훈련 요건의 필요성
o 기관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으로서 현장 직원(차장 포함) 경력의 필요성
o 기관사 면허시험을 위한 이론 및 기능 교육의 필요성
o 면허 취득 후 실무 수습교육의 필요성
o 면허 취득 후 신체 재검사 및 적성 재검사의 필요성
또한 철도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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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업무적성관리 및 평가체계

제 1 절 개요
철도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안전업무 작업자들의 직무

안전도

향상은 물론 국가 및 가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경감과 철도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평가를 통해 업무의 적격성을 파악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 안전작업수행자의 업무적성 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제 2 절 사례 조사 및 분석
1. 국내의 경우
가. 철도 산업
1) 국내
최근에는 운전 보안 설비의 정비, 건널목 사고 방지 대책의 추진 등에 의해 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열차 사고
에 있어서 철도 안전작업수행자의 부적절한 업무적성에 기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
라서 부적절한 업무적성에 의한 사고의 절감, 방지 대책은 철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철도안전체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과 하위 법
령을 제정하고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선에서 철도차량운전면허제의 도입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종사자의 필
요 요건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직무수행 적성평가 제도
(1) 철도안전법상의 적성평가 규정
우리나라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각종 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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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철도장비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1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문답형검사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o 지
능
제2종
o 작업태도
전기차량,
o 품
성
디젤차량운전
면허응시자

철도장비
운전면허
응 시 자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불합격 기준

반응형검사
o 속도예측능력
o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지속적주의력
o 거리지각능력
o 안정도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o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o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o 속도예측능력
o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o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자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o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와 특별검
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하
도록 동 시행규칙 제 39조와 41조에 규정하고 있다.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는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를 위한 적
성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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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운전업무종사자의 적성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
검사항목

검사

검사대상

주기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불합격기준

o 속도예측능력
고속철도차량 정기 o 작업태도
검사
․
제1종

o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지속적주의력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40점 미만인 자

o 안정도

전기차량
․

o 속도예측능력

제2종

o 주의력

전기차량
․

특별

철도안

디젤차량

검사

전법

운전업무종사자

o 지

능

- 선택적주의력

o 작업태도

- 주의배분능력

o 품

- 지속적주의력

성

o 거리지각능력

시행령

o 안정도

제21조
제1호의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 (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o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 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자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o 속도예측

운전업

정기

무종사

검사

자

o 작업태도

o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40점 미만인 자

- 주의배분능력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철도장비
업무종사자
특별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속도예측
o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검사와 선택적 주의력
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자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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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관제업무종사자의 적성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사

주기 문답형검사

불합격기준

반응형검사
o 주의력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 선택적주의력
신규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 주의배분능력

연령 대 기준 적용)
o 작업태도검사, 선택적주의력검사,

o 민첩성

주의배분능력검사, 적응능력검사

- 적응능력

부적합 등급이 2개 이상이거나

- 판단력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 동작정확력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 정서안정도

중

o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o 주의력
철도안전법

- 선택적주의력

시행령

- 주의배분능력

제21조제2 정기
호의

검사

o 작업태도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o 민첩성

점수합계가 40점 미만인 자

- 적응능력
- 판단력

관제업무종

- 동작정확력

사자

- 정서안정도
o 주의력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 선택적주의력
특별
검사

o지

능

o 작업태도
o품

성

- 주의배분능력

연령 대 기준 적용)
o 작업태도검사, 선택적주의력검사,

o 민첩성

주의배분능력검사, 적응능력검사 중

- 적응능력

부적합등급이 2개 이상이거나

- 판단력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 동작정확력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 정서안정도

o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 113 -

표 5-4 안전업무취급종사자의 적성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사

주기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o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신규
검사

o 지

능

o 민첩성

o 작업태도

- 적응능력

o 품

- 판단력

성

- 동작정확력

철도안전법

- 정서안정도

시행령
제21조제3호

불합격기준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o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적응능력검사, 판단력검사, 동작정확력
검사 중 부적합등급이 2개 이상
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o 주의력

의

- 주의배분능력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정기
o 작업태도
선로전환기 검사
및 조작판
등을

o 민첩성

o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적응능력검사, 판단력검사,

- 적응능력

동작정확력검사 중 부적합등급이 3개

- 판단력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 동작정확력

점수합계가 40점 미만인 자

- 정서안정도

취급하는
업무를

o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o 주의력

수행하는 자

- 주의배분능력
특별
검사

o 지

능

o 민첩성

o 작업태도

- 적응능력

o 품

- 판단력

성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o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적응능력검사, 판단력검사, 동작정확력
검사 중 부적합등급이 2개 이상
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결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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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청 적성검사 현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성검사와는 별도로 철도공사는 자체 적성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66년 철도 현업 종사원의 적성검사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작한 적성검사는 그
해 적성검사 규정을 제정하고, 1967년 10월에 적성검사실을 설치, 1968년 7월 적성검
사실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듬해인 1969년 7월 적성검사 요원을 확보하여, 1971년
6월15일에 철도능률개발 연구소 직제를 공시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적성검사실의 실제적인 활동은 1970년대 초반이고, 연평균 3,500여명의 적성검사인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평균 합격률은 약 85%에 이른다.

(가) 적성검사 대상 직종
1966년 경부선 천안역 추돌사고가 발생된 이후 인위적인 운전사고를 예방하고 과학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관사에 도입 운용되다가 현재는 일반 보선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확대 운용하고 있다.
철도청 적성검사의 대상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 역무원 (신호취급 담당 역무원 포함), 승무원 (열차), 열차운용원
o 차장, 부역장 (여객전무 포함)
o 부기관사, 기관사
o 장비운전원 및 시설관리원 (보선장비운전자에 한함)
o 전기원, 운전취급담당 선임전기장 (전기원)
o 차량관리원
o CTC사령, 전기사령 (급전업무담당자에 한함)
o 공안원
o 한국철도대학 입학예정자
o 시설관리원, 건축원

(나) 적성검사 항목
현행 철도청의 적성검사는 크게 지필검사와 기구검사로 나뉘고 있으며 각 검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15 -

표 5-5 적성검사 항목
- NR검사: 변별능력검사, 형태비교검사, 도형조합검사, 도형추리검사,
수열추리검사, 기호쓰기 검사
- KR 검사: 방향기억검사, 도형변별검사, 도구지각검사, 도형조합검사,
지필검사

공간추리검사, 수열추리검사
- 작업태도 검사
- 정신 및 품성 검사
- 종합검사
- 성격검사
- 속도추정 능력검사
- 식별반응 능력검사
- 처치판단 능력검사

기구검사

- 심경각 검사
- 선택반응 능력검사
- 안정도검사
- 주의 배분검사
- 기민성 검사

(다) 적성검사 종류
검사의 종류는 신규검사, 등용검사,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있다.
①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 등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검사 대상자 및 시기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44조의 각 호의 대상 직종별 채용시험 또는 입학시험 응시자
㉡ 검사의 비 대상 직종에서 대상 직종으로 전직하려는 자
㉢ 공안원으로 전직하려는 자
② 등용검사
등용검사는 다음 각 호 1의 등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 부역장, 차장
㉡ 기관사, 부기관사
㉢ 장비운전원 및 보선원(보선장비운전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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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검사
㉠ 지정검사는 다음 각 호 1의 지정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o 운전정리원, 신호취급담당 수송원(신호취급자)
o 신호장․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 전기장 및 전기원(운전취급전기장)
o CTC사령, 전기사령(급전업무담당자에 한함)
㉡ 또한 등용 ․ 지정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종목이 다른 타직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을 초과한 자로서, 원직 복귀 또는 검사종목이 같은 직종으로 전직하려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정기검사
정기검사의 대상과 그 시기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 운전정리원․신호취급자․운전취급전기장: 연령이 50세에 도달되는 해
㉡ 기관사: 연령이 각각 50세, 54세에 도달되는 해
㉢ 장비원전원 및 보선원보선장비운전자에 한함): 연령이 각각 50세, 54세

에 도

달되는 해
㉣ CTC사령․전기사령(급전업무담당자에 한함): 연령이 50세에 도달되는 해
⑤ 특별검사
㉠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o 운전취급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된 자
o 운전취급에 따른 책임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o 운전취급에 따른 책임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 감경 규정에 따라 불문경로로 처분된 자
o 사고발생 등으로 소속장이 특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특벌검사는 관계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사무소등의 장이 철도경영연수원장
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시기는 정기검사와 무관하게 적용하며, 특히 ㉠항 2, 3호에 해당되는
자의 소속장은 그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의 절차에 따라 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표 5-6 각 직종별 적성검사의 항목 및 검사구분
지필검사
직군

직종

운전

기관사

기구검사

검사
서비 서비
구분 NR KR 작업 품성 스능 스태 속도 식별 처치 심경 선택 안정 주의 기민
지능 능력 태도
추정 반응 판단 각 반응 도 배분 성
력
도
등용 ◯
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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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지필검사
직군

분야

운수
분야

시설
분야

전기
분야

차량

사령
기타

직종

부기관사
한굴철도대학
(운전기전과)
부역장
차장
운전정리원 및
신호취급자

기구검사

검사
서비 서비
구분 NR KR 작업 품성 스능 스태 속도 식별 처치 심경 선택 안정 주의 기민
지능 능력 태도
추정 반응 판단 각 반응 도 배분 성
력
도
지정 ◯
특별 ◯
신규 ◯

◯
◯
◯

◯
◯
◯

◯
◯
◯

◯
◯
◯

◯
◯
◯

◯
◯
◯

신규 ◯
등용
등용
지정
정기
특별
심규

역무원,수송원
한국철도대학
(운수 경영과 및 신규
경영정보과)
등용
정기
장비운전원
지정
특별
한국철도대학 신규
(시설토목과)
보선원, 건축원 신규
지정
원전취급전기장 정기
특별
등용
정기
장비운전원
지정
특별
전기원
신규
한국철도대학 신규
(전기제어과)
검수원
신규
한국철도대학 신규
(차량기계과)
지정
CTC사령,
전기사령
정기
(급전업무담당자) 특별
공안원
신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검사결과의 판정
표 5-7 각 분야별 적성검사 판정 기준
직
군
1.
운
전
분

직 종

검사구분

판정기준

기관사

1) 종합점수 50점 미만인자 불합격
등용검사 2) NR지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3) 속도추정능력검사 또는 식별반응검사 결과 E급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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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직 종

검사구분

판정기준

불합격
지정검사 기관사 등용검사와 동일
정기검사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자 불합격
특별검사

야

기관사 등용검사와 동일 단, 품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
불합격

부기관사
신규검사 기관사 특별검사와 동일
한국철도대학
신규검사 부기관사 신규검사와 동일
운전기전과
1) NR 지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2) 작업태도검사 결과 ‘문제형’이고 주의배분검사 결과가 D급
이하인 자 불합격
등용검사
3) 기민성검사 결과 적용능력이 D급이고 판단능력, 동작력 및
부역장
정서안정력이 모두 C급 이하이거나, 적용능력이 E급인 자
불합격
부역장 등용검사 동일. 단, 품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 불
특별검사
합격
등용검사 부역장 등용검사 동일
차장
특별검사 부역장 특별검사 동일

2.
운
수
지정검사 부역장 등용검사 동일
분 운전정리원신호
정기검사 부역장 등용검사 동일. 단, NR 검사는 해당 없음
야
취급자
특별검사 부역장 특별검사 동일
1) 성격검사 결과 “비정형”인 자 불합격
역무원 수송원 신규검사 2) 종합검사 표준검사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3) 품성검사결과 “이상형”이거나 “요관리형”인 자 불합격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과 및 신규검사 역무원 신규검사와 동일
경영정보과
1) NR 지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등용검사 2) 작업태도검사와 기구검사 3종목중 E급 판정이 2종목
이상이거나 D급 판정이하가 3종목 이상인 자 불합격
장비운전원

지정검사 장비운전원 등용검사와 동일
정기검사 장비운전원 등용검사와 동일. 단 NR검사는 해당없음

3.
시
설
분
야

특별검사

장비운전원 등용검사와 동일. 단, 품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 불합격

1) KR능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2) 품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 불합격
보선원 건축원 신규검사
3) 품성검사 결과 ‘요관리형’이고 작업태도 검사결과 ‘문제형’인 자
불합격
1) KR능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2) 품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 불합격
한국철도대학시
신규검사
설토목과
3) 품성검사 결과 ‘요관리형’이고 작업태도 검사결과 ‘문제형’인 자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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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4.
전
기
분
야

직 종

검사구분

판정기준

지정검사
운전취급전기장 정기검사 “2. 운수분야 중 운전정리원 및 신호취급자”의 각 검사와 동일
특별검사
등용검사
지정검사
장비운전원
“3. 시설분야 장비운전원”의 각 검사와 동일
정기검사
특별검사
전기원
신규검사 한국철도대학 시설토목과 신규검사와 동일
한국철도대
전기제어과

신규검사 보안원, 전기통신원, 정보통신원 신규검사와 동일

5.
검수원
신규검사 한국철도대학 전기제어과 신규검사와 동일
차
량
분 한국철도대학차
신규검사 검수원 신규검사와 동일
량기계과
야
6.
사
령
분
야

지정검사 부역장 등용검사와 동일
CTC사령 및
정기검사 부역장 등용검사 동일. 단, NR 검사는 해당 없음
전기사령(급전
업무담당자)
부역장 등용검사 동일. 단, 품성검사 결과 판정은 역무원 신규검사
특별검사
와 동일

7.
기
공안원
타
<비고>

신규검사 역무원, 수송원 신규검사와 동일

1. NR지능․KR 능력검사: 철도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발한 지필검사로서 지능․능력검사를 말함
2. 표준점수: NR지능․KR능력검사에서 개인이 득점한 점수를 말함
3. 종합점수: 운전직의 적성검사 합격여부의 판정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구
검사 6종의 합계점수에 지필검사의 작업태도검사 점수를 가산한 총 점수를 말하며,
이때 지능검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o 지필검사와 기구검사의 판정기준 및 점수 산출방법은 인력개발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마) 철도청 적성검사의 제약
적성검사는 말 그대로 사람의 직업에 대한 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적성은 해당 직업
에 대한 타고난 능력이라는 의미이지만 태어나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변화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화의 정도가 심하고 다른 사람은
그 변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두 번 이상 검사를 받아야 수검자의 본
래 점수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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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철도청 적성검사 주기
사람의 능력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35~40세이고 이후로는 능력이 쇠퇴하게 되므로 현
재 정기검사는 50세부터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해당 조직의 수장
이 능력이 떨어짐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직원의 근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
다. 조직의 리더가 이를 파악한다고 해도 직원에게 손해가 가는 행위를 기피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해서 업무에 취약한 직원을 골라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
하게 된다.

나. 타 산업
1) 원자력 적성평가
원자력산업계는 이미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타 산업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인식하고
원자력발전소 요원의 직무수행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1992년 6월 원자력연
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일부로 4년간에 걸쳐 수행한 바 있으며,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현
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01년에는 원자력법에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운영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마다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평
가 항목으로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할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가) 원자력 법 체계
(1) 법 제91조(면허)
o 원자로의 운전, 방사성물질 취급, 면허의 구분(7종)

(2) 시행령
o 영 제283조(응시자격) : 학력, 경력, 교육 등 구분
o 영 제284조(시험방법) : 필기시험, 실기시험
o 영 제285조(시험과목) : 4 내지 6과목(면허종별)
o 영 제287조(시험시행) : 매년 1회 이상 실시
o 영 제288조(합격기준) : 평균 60점(과목 40점) 이상
o 영 제296조(보수교육) : 매 3년

나) 면허별 주요 직무
(1) 원자로조종감독자(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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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로의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및 비상상태 발생시 발전소의 안전 상태 유지 및
운전에 필요한 지도, 감독 등 지휘총괄
o 정기점검 및 주기시험 조정 및 감독
o 방사선비상계획 및 보안계획 등 수립 업무 수행, 감독 등

(2) 원자로조종사(RO)
o 원자로의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및 비상상태 발생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
지하기 위해서 관련 운전기기 조작
o 정기점검 및 주기시험 수행
o 방사선비상계획, 보건물리지침 및 보안계획 등에서 요구하는 운전기기 조작

(3) 방사선취급 관련 면허
o 방사성동위원소 등 구매, 분배, 사용, 저장, 운반 등 안전관리
o 방사선시설에 대한 방사선량측정 및 안전성 점검
o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피폭측정 및 보건 관리
o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o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선량 처방 등

(4) 핵연료물질 관련 면허
o 핵연료물질의 구매, 분배, 사용, 저장 등 계량관리
o 핵연료시설에 대한 방사선량측정 및 안전성 점검
o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o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피폭측정 및 보건 등

다) 평가방법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o 실기시험 : 원자로 면허에 해당

라) 시험과목

필기시험과목

실기시험과목

- 원자로 이론

-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 원자로 시설의 구조(재료 및 설계)

그 운전조작(정상, 비정상, 비상)

- 원자로의 운전제어

-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 핵연료물질등의 취급 및 관리(SRO)

-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 방법

- 방사선안전관리

-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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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

실기시험과목
-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 원자력관계법령

- 방사선장해방어
- 비상시의 대책
합격: ≥ 60점

합격: 평균 ≥ 60점 (과목 ≥ 40점)

* 실기시험 불합격 시 1회 재응시 가능

마) 필기시험 평가방법
(1) 출제기준
o 이론적이고 학구적인 문제보다 원자로조종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
o 노형, 용량급 및 공급자별로 원자로의 구조, 설비 및 운전특성에 맞는 적절한 문
제로 출제
o 단편적 암기식 문제보다 복합적이고 응용력을 검정하는 문제위주로 출제
o 난이도나 변별력 등 고려해서 문제 출제

(2) 문제 유형 : 객관식 및 주관식 혼합형(10문제, 5~20점)
o 객관식 : 주관식 = 20:80(SRO), 25:75(RO) (법령 예외)

바) 실기시험 평가방법
(1) 출제기준
o 노형, 용량급 및 공급자별로 기 발생된 운전경험 관련 문제 위주로 출제
o 운전원이 서로 적절하게 협의, 조치하여야 해결되는 문제위주로 출제
o 운전조작의 기술배경이나 운전조작에 따른 발전소 거동의 포괄적인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위주로 출제

(2) 시험내용
o SRO :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비상운전 상황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지휘능력)
- 발전소(원자로의 운전) 지휘 감독
- 1차계통 운전제어
- 2차 및 전력계통 운전제어
o RO :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상황에 대한 직무 능력 평가
- 1차계통 운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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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및 전력계통 운전제어

(3) 실시방법

구 분

SRO 면허시험

RO 면허시험

조편성

3명 / 조당

2명 / 조당

발전소 지휘감독
1차계통 운전제어
조별구성

1차계통 운전제어
2차 및 전력계통 운전제어
2차 및 전력계통 운전제어

평가시간

시험시간 : 195분
- 실기평가
50분/직무×3직무=150분
- 구두평가
15분/직무×3직무=45분

시험시간 : 100분
- 실기평가
40분/직무×2직무=80분
- 구두평가
10분/직무×2직무=20분

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가) 목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또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
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검사의 구분 및 대상
기기검사와 필기검사,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다) 검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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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기

검

사

필
기
검
사

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항

목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주의전환
주의배분
주의선택
거리지각검사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동체시력검사
지각운동검사
단순반응
선택반응
시각분산
청각분산
속도추정
인지능력검사Ⅰ
인지능력검사Ⅱ
지각성향검사
인성검사Ⅰ
인성검사Ⅱ

신규검사

특별검사

○
○
○

○
○
○
○

○
○
○
○
○

주: 1. 특별검사의 경우 사고유형 분류에 따라 5호, 6호, 7호, 9호, 12호의 해당검사
실시
2. 인성검사Ⅰ․Ⅱ의 경우 기기검사로 시행가능

라) 검사의 방법
(1) 기기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왼편에 자동차가 나타나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여 오른쪽 터널에 들어가면 사라지는데,
터널에 들어간 자동차가 터널을 빠져 나올 때를 예측하여 버튼을 누른다. 이동속도는 3
종류이며, 총 24회 시행한다.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왼편에 자동차가 나타나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데, 이동속도를 감안하여 자동차가 주
차위치에 멈추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 이동속도는 2종류이며, 총 20회 시행한다.

(다) 주의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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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의전환
화면에 8개의 원이 나타나는데, 그 중 1개의 원은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멍이
터져 있다. 화면 중앙에는 화살표가 원에 앞서 미리 나타나므로, 먼저 화살표의 방향에
주목하고 터진 원이 없으면 주의를 돌려 터진 원을 찾아내어 터진 방향이 왼쪽이면 왼손
버튼을, 오른쪽이면 오른손 버튼을 눌렀다 떼면 된다. 8개의 작은 원이 만들어 내는 큰
원의 크기는 2종류이며, 총 32회 시행한다.
② 주의배분
화면에 8개의 원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한 개의 원은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멍이
터져 있다. 수검자는 터진 원을 찾아내어 터진 방향이 왼쪽이면 왼손버튼을, 오른쪽이면
오른손 버튼을 누른다. 8개의 작은 원이 만들어 내는 큰 원의 크기는 2종류이며, 총 32
회 시행한다.
③ 주의선택
화면에 2개의 숫자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왼쪽에 홀수가 나타나면 왼손버튼, 오른쪽에
짝수가 나타나면 오른손 버튼을 누르며,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의 경우 악셀 페달을 밟
는다. 총 30회 시행한다.

(라) 거리지각검사
운전자가 기기전방 250cm 지점에서 앉은 후 기기 속에 설치된 세 개의 지주 중 가운데
지주가 전․후방으로 움직일 때 3개의 지주가 평행이 되었다고 판단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2회를 반복하여 원근거리 오차를 측정한다.

(마) 야간시력 및 시력회복력검사
밝은 상태에서 시표를 판독케 하고 어두운 상태로 변하게 한 후 시표를 판독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시표를 판독케 한다.

(바) 동체시력검사
50m 거리에 있는 시표로 정지시력을 측정하고 전동장치로 시표를 50m 거리로 이동시
켜 가다가 시표가 확인되면 전동장치를 정지시켜 동체시력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으로 5
회 반복한다.

(사) 지각운동검사
핸들 및 엑셀 페달을 조작하여, 가상으로 펼쳐지는 모니터상의 도로를 100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도중 아래의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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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반응
도로상에 적색의 사각형(장애물)이 나타나면 재빨리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완전히 정지시
키는 방법으로 8회 시행한다.
② 선택반응
모니터의 네 모퉁이 중 하나에 화살표가 제시되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위쪽이면 왼쪽 버
튼을, 아래쪽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8회 시행한다.
③ 시각분산
모니터 중앙에 7개의 숫자가 제시되면 소리 내어 읽고, 제시되는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위쪽이면 왼쪽 버튼을, 아래쪽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8회 시행한다.
④ 청각분산
헤드폰을 통하여 제시되는 7개의 숫자를 모두 듣고 순서대로 소리 내어 암송하면서, 제
시되는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위쪽이면 왼쪽 버튼을, 아래쪽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8회 시행한다.
⑤ 속도추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니터를 가로지르는 황색 사각형의 속도를 추정하여, 화면이 사라
지면서 제시되는 적색의 사각형과 겹친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속도버튼을 누르는 방법으
로 5회 시행한다.

(2) 필기검사
(가) 인지능력검사Ⅰ
제시된 2개의 도형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주어진 도형과 관계되는 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한다. 22문항, 제한시간 10분

(나) 인지능력검사Ⅱ
① 언어능력
제시된 단어와의 관계성 찾기, 반의어 찾기, 유사어 찾기, 다른 종류 찾기 및 주체․객체
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답란에 표기한다. 35문항, 제한시간 10분
② 추리능력
제시된 2개의 도형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주어진 도형과 관계되는 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한다. 11문항, 제한시간 5분
③ 장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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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형을 포함하는 복잡도형 찾기 및 복잡도형 속에 포함된 단순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한다. 14문항, 제한시간 8분
③ 지각성향검사
제시된 단순도형을 포함하는 복잡도형을 찾아 표기하고, 제시된 복잡도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도형을 찾아 답란에 표기한다. 30문항, 제한시간 12분
④ 인성검사Ⅰ․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하여, 문항의 내용이 자신에게 대체로 해당되면 ‘그렇
다’, 대체로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다’에 표기한다. 정답 및 제한시간은 없으며, 인성검사
Ⅰ은 130문항, 인성검사Ⅱ는 120문항.

(3) 검사의 측정내용
(가) 기기검사
① 속도예측검사
o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o 반응 불균형 정도
② 정지거리예측검사
o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
o 공간거리 추정의 정확도와 급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위치 산출능력
o 반응 불균형 정도
③ 주의력검사
o 주의전환
- 운전중 자유롭게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o 주의배분
- 전후, 좌우, 상하 등 주의배분 능력
o 주의선택
- 운전자의 선택적 주의능력
- 급변하는 돌발 사태나 복잡한 사태의 판단 및 대처능력
④ 거리지각검사
o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o 피로의 정도
o 접촉사고의 가능성
⑤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o 양순응적응능력

- 128 -

⑥ 동체시력검사
o 이동물체에 대한 시지각능력
o 동체시력과 정지시력의 상관치
⑦ 지각운동검사
o 단순반응
- 단순반응의 속도
o 선택반응
- 선택반응의 속도
o 시각분산
- 시각자극과 관련된 주의배분 능력
o 청각분산
- 청각자극과 관련된 주의배분 능력
o 속도추정
- 이동물체의 속도 예측능력

(나) 필기검사
① 인지능력검사Ⅰ
o 인지적 유창성
o 문제 해결력
② 인지능력검사Ⅱ
o 인지적 유창성
o 상황에 대한 적응 및 대처능력
o 시각적 변별능력
③ 지각성향검사
o 시지각 성향(장의존성/장독립성)
④ 인성검사Ⅰ
o 개인 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o 긍정왜곡 성향
o 정신증 성향
o 반사회성 성향
o 정서적 부적응성 성향
⑤ 인성검사Ⅱ
o 반사회성 성향 : 법규위반 성향, 무책임 성향, 폭력 성향
o 정서적 부적응 성향 : 우울불안 성향, 분노 성향, 충동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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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의 판정기준
(가) 지각운동요인
① 속도예측검사
평가등급

1

구 분
평
균
반응시간
(1/1,000초)
배

조반응
지
반
점

연
응

139이하
123이하
10

2

3

4

5

139초과
228이하
123초과
191이하
8

228초과
624이하
191초과
658이하
6

624초과
890이하
658초과
1,369이하
4

890초과
1,369초과
2

② 정지거리예측검사
평가등급
구 분
정지거리
(픽 셀)
배

점

5

1

2

3

4

거리

오반응

23이하

23초과
32이하

32초과
64이하

64초과
94이하

94초과

10회이상

30

25

20

15

10

0

2

3

4

683초과
824이하
21
708초과
859이하
21

824초과
1,276이하
17
859초과
1,288이하
17

1,276초과
1,690이하
13
1,288초과
1,622이하
13

7∼13

14∼20

8

6

③ 주의력검사
평가등급
1
구 분
주의전환
683이하
(1/1,000초)
배
점
25
주의배분
708이하
(1/1,000초)
배
점
25
주의선택
6이하
(오반응수)
배
점
10

5
거리

오반응

1,690초과

16개이상

9

0

1,622초과

16개이상

9

0

21∼27

28∼30

-

4

2

④ 거리지각검사
평가등급
구 분
오
배

차(mm)
점

1

2

3

4

5

4.0이하

4.0초과
8.5이하

8.5초과
13.0이하

13.0초과
17.5이하

17.5초과

점

음

배

(나) 지적능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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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① 인지능력검사
평가등급
구 분
정 답 수
배

점

1

2

3

4

5

19∼22

14∼18

7∼13

3∼6

2이하

50

40

30

20

10

1

2

3

4

5

28∼30

23∼27

14∼22

9∼13

8이하

50

40

30

20

10

1

2

3

4

5

13미만

13이상
17미만

17이상
20미만

20이상
22미만

22이상

② 지각성향검사
평가등급
구 분
정 답 수
배

점

(다) 성격요인
① 타당성척도
평가등급
구 분
응 답 수
판정내용

적

합

부적합

② 인성검사
평가등급
구 분
현 실 성
(응 답 수)
배

점

사 회 성
(응 답 수)
배

점

정 서 성
(응 답 수)
배

점

1

2

3

4

5

8미만

8이상
12미만

12이상
14미만

14이상
16미만

16이상

30

24

18

12

6

11미만

11이상
15미만

15이상
17미만

17이상
20미만

20이상

35

29

23

17

11

10미만

10이상
16미만

16이상
19미만

19이상
22미만

22이상

35

29

23

17

11

※ 위 ① 및 ②의 검사문항 중 7문항 이상 무응답 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5) 신규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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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적합하다.

(6) 특별검사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하다.

(7) 재검사기간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8) 검사의 개발
검사자가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기기를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
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2. 국외의 경우
가. 철도 산업
1) 영국의 적성검사 현황
영국의 경우 국가직업 자격제도에 따라 자격 취득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
자의 업무에 따라 평가항목이 상이하다. 사령요원에 대한 평가항목의 예를 다음의 표에
나타내었다.

가) 적성의 기준
일반기준(다양한 업무상황 또는 설비에 광범위하게 적용)과 특정 또는 위험기반기준(위
험노출정도에 근거하여 특정상황 또는 설비에 적용)으로 나눈다. 특정 작업 또는 직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성기준을 다음에 대한 필요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o 적성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달성해야하는 수행기준
o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지식 및 이해도
o 직무나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 범위(별도로 명시되거나 성과기준 내에 명시)
o 특정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험이나 해당 상황에 노출된 정도

나) 적성의 검증

- 132 -

평가자의 적성평가결정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템 기획 및 수행, 평가자들 간에 야기된 개
선 사항에 대한 검증 및 모든 조치사항의 기록, 기획 워크샵 실시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평가자 적성 개발 보장, 기준관리 및 모범사례 채택을 통한 자신만의 검증기술을
개발한다.

다) 적성평가 요건제시
아래의 예제와 같이 항목별, 업무별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업무 시 신호기기 취급
성과기준
a) 운영조건 모니터링
b) 호출표시기/계기/시스템 상태에 대한 대응
c) 기타 정보시스템 관찰
d) 타임테이블, 규정정책 및 시스템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선로를 확인
e) 정확한 선로 설정
f) 노선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지연을 예방
g) 궤도회로를 이용할 수 없는 열차에 대하여 정확한 신호 절차를 적용
h) 계절별 기상에 따른 지시
I) 상황일지/열차등록서를 적절하게 작성
j) 필요에 따른 기기 시험
지식 및 이해도
1) 관련 정보 입수 방법
2) 신호기기 및 시스템 작동법
3) 효과적인 통신수단과 방법
4) 문서작성 요건
5) 관련 규칙, 규정 지침 및 절차
6) 관련 통신수단의 사용법 및 시기
7) 본인의 권한의 한계
8) 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통신방법
자료요건
1) 수락가능 상황자료 : 계절별 변동사항, 교대형태, 서로 다른 신호장, 통행방식
2) 관계자 : 신호원, 건널목 관리원, 운전자, 감시원/열차관리자, 선로안내원, 통제관
3) 자료가 될 수 있는 업무활동 : 신호기 정상운영, 근무교대, 계약자 요구사항, 건널목,
수락/통과 열차, 메시지 송수신, 유무선 기기, 역사 업무, 인원편성 교체, 플렛폼 변
경, 허용 업무, 궤도상 기기, 인원의 안전, 건널목 운영, 그라운드 프레임
자료 예
1) 결과물 : 열차등록서/상황일지, 업무일지, 열차운행전사기록시스템, 자동열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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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TRUST(열차운행관리시스템), 특별열차통보, 타임테이블, 통행 회람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작업 통보, 기상 예보, 음성 기록
2) 본인의 업무성과를 관찰해 온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3) 서면 또는 구술보고서 : 열차의 연발(延發), 타임테이블 변경, 플랫폼 변경, 열차장애
및 고장, 건널목 감시 - 후보자가 각 제어해본 각 종류의 예, 근무수준, 악천
4) 증인 진술 : 직무관련자의 진술, 동료의 진술, 다른 평가자의 진술

라) 적성 관리 시스템 범위
열차 운영자는 다음의 항목으로 개인의 적성을 확인한다.
① 열차 운전 능력
② 기관사 수행 능력 모니터링
③ 기관사 적성 평가
④ 기관사 훈련
⑤ 기관사 훈련 및 개발 지원
⑥ 기관사 관리

마) 적성 기준들
기관사의 성과는 적성 기준에 따라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바) 적성 자격
기관사의 적성 자격은 최대 2년간 유효하다.

사) 기관사를 위한 적성 기준
아래의 기준들은 국가 직업 기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항목들이다. 이 기준
들은 성과 평가를 위한 일반적 기준들을 제공하여 준다[5-1].
표 5-8 기관사를 위한 국가 적성 기준
Unit

제목

요소들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5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준비

6

열차 운행과 통제

12.1 개인 준비작업 완성
12.2 업무 시작을 위한 준비
5.1 서비스를 위한 열차 적합성 수립
5.2 열차 정렬
6.1 열차 운행
12.1 스케줄에 따른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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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효과적 운전 유지
7

비정상적 작업 상황에 대한 대처

8

열차의 이양과 배치

12.3
12.4
12.5
12.6

결함에 대한 대처
코스 이탈에 대한 대처
열차 이양
열차 배치

아) 구체적인 기관사 적성 항목들

사전 준비 지식 및 이해 (unit 1)
회사 지침 이해(요소 1.1)
성과 기준
회사 정책 습득(1.1.01)
기관사의 역할과 책임 이해(1.1.02)
회사 조직구조 이해(1.1.03)
회사 안전 지침 이해(요소 1.2)
성과 기준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해(1.2.01)
기본 지침서 이해(1.2.02)
화재 안전 훈련 이해(1.2.03)
선로에서의 안정 작업 능력 확인(1.2.04)
안전석의 안전 이해(1.2.05)
회사의 방어 운전 지침 이해(요소 1.3)
성과 기준
방어 운전 원리 설명(1.3.01)
기본 SPAD 위험 설명,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 설명(1.3.02)
기관사 지침서와 지원문서 이해(요소 1.4)
성과 기준
기본적인 수송에 대한 기차 운영 지침서 사용(1.4.01)
특별 운영 지침 사용(1.4.02)
기관사 규정 집 사용(1.4.03)
회사 특별 규정집 이해(1.4.03)

자) 적성 평가
(1) 초기 적성 평가
적성 평가는 주어진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깊고 넓은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역시 평가되어 진다.

(2) 주기적인 재평가
주기적인 재평가는 적성 기준의 지속적인 보증을 제공해 준다. 재평가의 범위와 세부항
목은 포함된 위험을 반영한다. 에러발생은 습관적 운전 행동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2) 호주철도의 적성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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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5-2]
호주의 철도 운영 업체들은 안전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 종사자들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어서 활
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국가

운송

위원회(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에서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라는 이름으로 2004년 6월에 제정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 평가는 인적 관리의 많은 분야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로 관리
(fatigue

management),

약물과

알코올(drug

and

alcohol),

건강

증진(health

promotion),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OHS 프로그램, 병
가 정책(sick leave policy), 중요 사고 관리(critical incident management), 정신 감정
(psychometric testing)등과 연관되어 있다[그림 5-1].
호주의 철도 안전 업무 종사자는 안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크게 4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림 5-2]. 우선 건강상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safety critical)와 비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non-safety
critical)로 구분하게 된다.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는 다시 갑작스런 건강 또는 신체의 문
제가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고 수준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high level
safety critical worker: Category 1)와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safety critical worker:
Category 2)로 나누어지게 된다. 또한 비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는 선로 주변에서 작업
하는 업무 종사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선로 주변 작업자(Around the track personnel:
ATTP)와 기타 작업자(other ATTP: Category 4)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상의 분류에서
Category 4에 해당하는 작업자는 건강 및 신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분
류에 해당하는 작업자들은 필수적으로 건강 및 신체와 관련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한 Category 1, 2에 해당하는 작업자는 전문 의사에 의해서 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고,
Category 3에 해당하는 작업자는 건강 평가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간호사의 건강 평가
만 받아도 가능하다. 건강 평가 과정중의 색상 구분, 청각, 그리고 근육 능력 관련 검사
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한다. 또한 이 표준 문서에 의하면, 건강 및 신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 및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 및 기준에 대하여서도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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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건강 평가와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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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철도 안전 업무 종사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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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 및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는
건강에 관련한 질문서와 병원에서 하는 임상 검사가 포함된다. 또한 약물 검사도 포함된
다.

(1) 질문서를 통한 검사
핵심 안전 업무 종사자들이 스스로 답하는 질문서를 통하여서는, 작업자의 일반적인 과
거 건강 상태와 철도 업무와 관련된 특정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수면 장애(Epworth Sleepiness Scale), 알코올 장애(AUDIT
Questionnaire), 심리적인 문제(K10 Questionnaire)를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서는
임상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작업자가 업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2) 임상 검사
임상 실험은 철도 안전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 혈관, 신경, 심리, 근육, 그리고 시각
과 같은 부분을 평가하게 된다. Category 1에 해당하는 작업자들에 대하여서는 추가적
으로 몇 가지 평가를 더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 마비나 질환을 평가하기 위한 심장
위험 지수(Cardiac Risk Score)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검사에는 공복시 혈당 측정법
(fasting plasma glucose), 공복시 콜레스트롤 측정법(fasting serum cholesterol), 심전
도 검사(resting ECG)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작업자의 나이 및 흡연 여부,
혈압, 등과 함께 고려되어진다.

(3) 실기 검사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기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색상 검사나 청력 검사 또는 근육의 능력 등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기
도 한다.
안전 업무 종사자들이 건강 검사를 받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
째는 신규 안전 업무 종사가가 되거나 보다 상위의 위험 업무 종사자(예를 들어
Category 2에서 Category 1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등)로 근무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검사가 있다. 정기 검사의 경우에는 Category 1과 2에
해당하는 작업자는 50세 까지는 5년 마다, 그 후 60세 까지는 2년 마다, 그 후에는 매
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Category 3에 해당하는 작업자는 40세에 한 번 검사를
받게 되고, 그 후 매 5년 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작업자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 작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검사하게 된다. 또한 병가에서 돌아왔거나, 작업자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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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및 신체 평가 절차는 아래 그림 5-3과
같다.
다음은 실제로 ARG(Australian Railroad Group)에서 Category 1에 해당하는 안전 업
무 종사자들에게 사용하는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이다[그림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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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철도 안전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신체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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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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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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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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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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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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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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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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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RG의 Category 1 작업자의 건강 및 신체검사 용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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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ustralia Southern Railroad[5-4]
호주의 철도 회사 중 Australian Railroad Group(ARG)의 자회사인 Australia Southern
Railroad(ASR)

사의

철도

안전

관리

계획(Rail

Safety

Management

Plan:

RS-PLN-001)은 2004년 12월에 만들어졌다. 이 안전 관리 계획은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NSW) 지역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SA)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호주의 철도 안전 관리 표준인 AS 4292:1995
를 따르고 있다. 참고로 ASR은 남부 오스트레일리아를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
이며, 이들이 서비스하는 총 선로 길이는 약 1,290Km에 달한다. ASR에서 사용한 철도
안전 관리 모델의 수립 절차는 아래 그림 5-5와 같다. 여기에서 인적 오류와 관련된 부
분은 인적 관리(personnel management) 부분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5-5 철도 안전 관리 절차 모델
인적 관리는 호주의 철도 안전 관리 표준인 AS 4292.1, Section 4에 근거하여 수행되
었다. ASR은 인적 관리 부분을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생각을 하였다.

(1) 작업자의 적성
ASR은 자사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업무 능력과 적성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유지보수
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철도 안전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인된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하여 적합한 능력을 입증하고 평가한다. 또한 ASR은 업무 적성과 관련한 인증서
와 관련된 업무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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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자의 건강 상태
ASR은 철도 안전 작업자들에게 국가 운송 위원회(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의 철도 안전 작업자의 건강 평가와 관련된 국가 표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유지
관리 한다. ARG의 인사 관리 부서와 지역 사무소에서는 모든 안전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의료 기록을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ASR은 피로 관리
시스템(Fatigue Management system)을 수립하여, 안전 업무 종사자들이 교대 근무 사
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현장 관리자에 의
해서 업무 종사자들의 피로도에 근거하여 근무 일정이 조절되어야 한다.

(3) 약물과 알코올 관리
ASR은 알코올과 약물 검사를 통하여 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을 관
리한다. 안전 업무 종사자들에게 행하여지는 호흡 검사를 통한 약물 검사는 랜덤하게 불
시에 수행되며, 탈선이나 기타 안전 작업 불이행시 관련 안전 업무 종사자들에게 수행된
다.

(4) 독해 및 언어 능력
ASR은 신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독해 및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정규 직원
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독해 및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3) 일본의 적성검사 현황
가) 현황
일본의 철도 사고는 주로 인적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성검사의
기본적인 뼈대가 과거 50여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50여 년 동안 열차의 속도와 운
행 횟수가 증가되고 업무 영역이 점차 자동화되었으며 보안 장비도 좋아지고 있고 승무
원들의 서비스도 좋아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발맞춰 요구되는 업무 스킬이나 그 수준도
향상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5-5].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안전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며 사고를 유발하는 인적 오류
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운전 시뮬레이션 시험을 활용할 계획에 있다.
RTRI(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새로운 운전 적성 검사 시험을 이
미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 범주와 설비 조건에 대한 타당한 검사 항목을 선별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5-6].

나) 운전적성검사제도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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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철도영업법에 따라 철도운전규칙(1987년), 신간선철도운전규칙(1964년), 궤도운전
규칙(1954년)에서 그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o 이들 법령에서는 운전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검사대상자와 실시책임자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o 다음의 표 5-9는 1987년 국철의 분리 및 민영화에 따라 JR 각사가 법령으로 정한
“운전적성검사제도하의 임시검사 대상자 범위 및 검사항목”(운전관련 업무적성검
사 수속규정)임
표 5-9 운전적성검사제도하의 임시검사 대상자 범위 및 검사항목
종별

제1종

제2종

종사원의 범위

검사항목

1. 차량입환관련 철도신호취급 또는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자
2. 건널목을 간수하는 자
3. 노선, 전기설비보수, 공사 등으로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작
작업성/식별성검사
업을 단독으로 행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자(신간선은 제외)
4. 트롤리(무궤도전차)를 지휘감독하는 자
5. 보수용 차량을 조정하는 자(신간선 관계자 포함)
1.
2.
3.
4.

열차운행을 관리하는 자
운전 내지 지도업무의 관리를 행하는 자
열차를 운전하는 자
작업성/식별성검사
신간선의 노선, 전기설비보수, 공사 등으로 열차운행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작업을 단독으로 행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자

1.
2.
3.
4.

열차운행 관련 폐쇄, 철도신호취급 또는 운전기기를 조작하는 자
입환동차를 조종하는 자
열차방호, 브레이크조작 또는 추진운전 등을 위해 열차에 승무하는 자
신간선의 특정 보수용 차량을 조종하는 자(911형, 912형
디젤기관차를 조종하는 자에 한함.)
5. 제설열차의 제설화기차에 승무하는 자

작업성/식별성/주의
배분검사

제4종

열차 또는 차량을 조종하는 자(신간선 관계자는 제외)

작업성/식별성/주의
배분/기민성검사

제5종

1. 신간선의 열차 또는 차량을 조종하는 자
2. 열차 집중제어에 있어 신간선의 열차운행을 관리하는 자

작업성/식별성/주의
배분/기민성/고속적
응검사

제3종

o 또한 “철도운전규칙의 취급 등에 대하여”(1987년)라는 규정에서는 검사항목(종목),
검사주기, 검사실시자의 자격, 합격기준의 설정 및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
해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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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검사(정신기능검사)
검사항목 중

3년에 1회 이상 실시
필수

작업소질검사(크레펠링검사)
작업소질검사 실시자

특정자격이 필요함
사업자가 정하며,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합격기준

취해야 하며, 그 기준에 부합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현업에 복귀시키도록 함.

o 상기 법령과는 별도로 “동력차조종자운전면허에 관한 법령”(1956년)에서는 국가자
격에 따른 동력차조종자의 시험에 관해 운전적성검사실시 의무화와 동시에 검사항
목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동력차조종자운전면허에 관한 법령 사무취급에 대하
여”(1966년)라는 규정에서는 적성검사는 당분간 크레펠링검사 및 반응속도검사 만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한편, “지정동력차조종자양성소에 대한 지도기준에 대하여”(1969년)에서는 적성검
사는 최소한 작업소질검사 및 반응속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실시
자에 관해서는 특정자격을 요구하는 한편, 검사결과의 판정은 유자격자 2인 이상
의 협의로 한다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음.

다) JR에 있어서의 운전적성검사제도
o JR에서의 운전적성검사는 그림 5-6에서처럼 임시검사와 정기검사 등 두 가지가 있
다.

그림 5-6 운전적성검사의 개략도
o 임시검사는 표 5-9에서 정해진 운전관련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종사자 혹은 업무내
용을 고려하여 구분한 종별변경을 수반하는 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임.(표 5-9
의 각 종별에 대응한 종사원의 범위는 현재 JR 각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o 정기검사는 종별 변경 없이 표 5-9에 표시된 운전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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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3년에 1회 의무적으로 치루는 검사임.
o 전자(임시검사)는 여러 직종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지만, 후자(정기검사)는 이와 관
계없이 검사항목은 작업성검사(작업소질검사) 만으로 함.
o 국철시대(1960년~1987년)의 경우에는 일반검사, 세밀검사, 정밀검사의 3단계로
실시되었으며, 일반검사 불합격자는 세밀검사를 치루고, 여기서도 불합격하면 정밀
검사를 치르도록 했음. 일반검사 및 세밀검사는 철도관리국 등의 고사원이 담당하
였으며, 정밀검사는 철도노동과학연구소 심리적성관리실의 연구원이 담당하였음.
그러나 1987년 4월, JR로 이행된 이후에는 그림 5-7에서처럼 검사는 1단계로 간
소화되었음.

그림 5-7 운전적성검사의 합격판정 흐름도 (국철시대는 생략)

라) 사례 조사 및 분석
o 다른 직무 범주들과 설비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적성 검사를 위한 후보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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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적성검사를 위한 후보 항목표
그림 5-8에서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 가지가 향후 새로운 적성 검사 항목으로
활용될 요소이다[5-7].
일반적으로 철도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은 많은 보안 척도들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작업자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안전은 여전히 그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정규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교육훈련 과정
과 적성 검사 과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5-8].
일본에서는 현재의 업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을
연구하고 있다. 먼저 철도 회사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오류들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이
러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마지막
으로 실험에서의 오류 발생 경향과 시험 결과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종류에 따른 효과적인 시험 후보군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성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고 그것을 위해 후보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적성검사의 주된 형태는 심리(지능)
검사 위주이다. 특히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적성검사를
통해 하려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철도와 신간선 각각의 철도 운전규칙으로 적성검사의 계획, 수립, 이행
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보안규정에 의하여 운영사 차원의 종업원 적성검사 기준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고속철도의 적성검사는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즉,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시설의 개선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서의 접근에 못지않게 철도종사원의 자질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며, 적성검사는 이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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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격과 불합격 판정기준의 시대별 변화
1948년 8월에 제정된 “철도부내 직원채용 시 적성검사규정”의 제3조에는 형식 의 채용
규준은 원칙에 의해(본래 합격과 불합격 판정기준), 소요 정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허용선(원칙선보다도 느슨한 기준)까지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능검
사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유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적성검사의 각 항목에 관하
여 그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가리켰던 자료는 잔존하고 있지 않아 보
인다.
1950년부터 1955년 전반까지는 지능검사(식별성 검사)의 각 문제를 7단계로 점수화 하
고 각 문제의 단계점수의 합계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였다. 직종마다 합격과 불합격
판정기준은 달랐지만 연령은 고려되지 않았다. 1955년 후반에는 직종뿐만 아니라 연령
도 3개로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판정기준에 차이를 주도록 하였다.
1960년에는 각 문제의 단계점수를 11단계로 나누고 연령도 7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1968년 8월부터는 단계점수가 아니라 각 문제의 득점(또는 여러 문제의 합계점)을 편차
값으로 나타내게 하였다. 현재는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의 7개 연령 단계별로 편차 값을 내고 종사원의 종류별로 합격기준
을 다르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찌다 크레펠린 검사(작업성 검사)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15분작업-5분휴식-10분작업”의 25분법으로 고사원의 직관 판정을 보충
하기 위해 수량 판정을 도입하였다.
1954년부터 1978턴까지는 “15분작업-5분휴식-15분작업”의 30분법으로 직관 판정법이
수정 되었다.
1978년 4월부터는 현재의 검사법으로 시행되었다. 30분법을 이용하고, 직관 판정법에
의해 17유형의 어느 한쪽에 판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량 판정에 의한 기계적인 채점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고, 동일 작업 곡선에는 반드시 동일 판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검사원에 의한 직관 판정보다도 기계 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직관 판정과 수량 판정과의 유형판정의 일치율은 70%전후로 되어 있고, 합격과 불합격
에 관한 미노 일치율은 95%라고 한 결과가 있다.
주의 배분 검사에 있어서는 실시, 채점, 판정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구별되고 판정기준
에 차이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1964년 5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시, 채점, 판정은
동일하다.
반응속도검사(기민성 검사)는 1950-1954년경은 낙하식 반응측정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1953년부터는 3색등 자극의 각각의 색에 대응한 버튼을 누르고 빛을 끄는 국철식 반응
속도검사기가 사용되었다. 그 후 개량이 거듭되고, 1980년 7월부터 현재의 반응속도검
사기가 이용되었다. 이때부터 정답, 오답으로 평가되게 됐지만 그때까지는 반응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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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나 분산(표준편차, 평균편차)으로 평가되었다.

바) 일본철도 적성검사의 평가와 연구 추진
1945년 이전 스이타 조찬장에서 실시된 2개의 적성 검사 중 하나는 선로의 분기 방향을
식별하고 숫자로 대치하는 검사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포인트(point)의 개통방향의 정위
또는 반위를 지정에 따라 소거하도록 하는 검사방법이다. 이들은 화물열차의 분해 및 조
성을 위해 차량 방향을 바꿀 때의 포인트 취급 등 작업에 불가결한 주의력이나 변별력을
측정한 검사로, 모두 운전 작업에의 적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려고 한 검사이고, 내용적
타당성을 구비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운전 적성 검사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지
능검사(식별성 검사), 우찌다 크레펠린 검사(작업성 검사), 주의배분검사 및 반응속도검
사(기민성 검사)는 특정한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심리 특성을 측정하고 있
다.
적성 검사로서 선로분기방향식별 및 숫자 대치검사방법은 특정한 작업에 특화된 검사를
개발할 경우 차이를 두어야 하고, 검사내용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인직업적성에서
는 이를 지향하고 있다. 1945년 이전에는 업무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고와 관련된 조
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방지에 직접 도움이 췄을는지는 불분명하다. 후자와 같이
일반적인 자질을 측정한 검사라도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 성적과 사고 간 관
련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우찌다 크레펠린 검사가 도입된 것은 사고와의 관련성이 검증
되고 기준과 관련된 타당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도 타당성의 검증으로 반복되
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사성적과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실증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 3회(inning)의정기
운전고사가 실시된 사이에 책임운전사고건수가 5분의 1로 감소한 사례가 있으나 철도시
설이나 보안설비의 정비 등이 사고건수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이므로 적성검사의 기여
율에 관하여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성검사가 측정한
개인의 특성과 사고를 결부시키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와 배경이 필요하게 된다. 실험적
으로 검사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대한 오류발생의 질이나 양의 틀림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 두 번째 대상이다. 이것만으로는 현재 상태의 평가 도출에만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로는 직무분석에 의한 운전조건의 틀림에 따른 안전자질의 재검토를 시행하고 검사과제
의 개폐, 신설 또는 합격 기준의 재평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 향후 전망
RTRI는 현재의 적성 검사 제도를 좀 더 실용화시킬 생각에 있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명확화하고 있다.
열차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20개의 항
목에 대해 적성검사에 반영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 RTRI는 오류와 검사 항목 사이의
분명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운행 적정 검사를 위한 미래의 후보 항목으로서
C-107 검사(행동과 판단), 다중 옵션 반응 검사 A, 주의 수용력 검사를 선별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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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를 통해 분석하고 시험하여 실제에 적용할 예정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검사
절차의 간소화 및 열차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 타 산업
1) 미국 공군 적성 검사
가) 적성검사의 종류
철도 산업에 비해 더 까다로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항공 분야 중 미국 공군의 적
성검사를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내 철도 안전 작업 수행자들의 적성 검사에
적용하고자 한다. 미국 공군의 적성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적성 검사가 있
다[5-9].
① 공군 사관생 자격시험 (Air Force Officer Qualifying Test(AFOQT))
② 미 해군 항공 조종사 선발 시험 (U.S. Navy and Marine Corps Avation
Selection Test Battery (ASTB))
③ 육군 항공 조종사 선발 시험 (Army Alternate Flight Aptitude Screening Test
(AFAST))

(1) 공군 사관생 자격시험(AFOQT)
공군 사관생 자격시험은 사관학교 학생 또는 공군 ROTC와 같은 장교를 선발하는 데 적
용하는 시험이다. 총 380문항이 16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
시험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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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공군 사관생 자격시험
문항수

시간
(분)

단어간 분별력 및 이해력

25

8

일반적인 산술 추리 능력

25

29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25

18

그래프와 도표로부터의 데이터 해석능력

25

24

말 이해력 및 읽고 이해하는 능력

25

5

수학을 이용해 함수화 시키는 능력

25

22

기계 용어에 대한 학습, 추론 능력(그림
이용)

20

10

몇 가지 경로 중 올바른 경로 선택

20

10

눈금, 눈금판, 계량기의 판독능력

40

15

항공계기로부터 비행기 위치 결정 능력

20

6

특정 블럭과 인접해 있는 블럭 수 세기

20

3

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

40

7

일반항공학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지식

20

8

공간에 있는 물체를 보고 다루는 능력

15

13

과학 영영의 낱말 이해력

20

10

보이는 형상과 단기 기억에 의한 추론

15

8

380

196

항목
유사 낱말
(Verbal analogies)
산술 추리
(Arithmetic Reasoning)
문장 이해
(Reading Comprehension)
데이터 해석
(Data Interpretation)
단어 이해
(Word Knowledge)
수학 이해
(Math Knowledge)
기계 이해
(Mechanical Comprehension)
전기 미로
(Electrical Maze)
눈금 판독
(Scale Reading)
계기 이해
(Instrument Comprehension)
블럭 세기
(Block Counting)
표 읽기
(Table Reading)
항공 정보
(Aviation Information)
회전 블록
(Rotated Block)
일반 과학
(General Science)
숨겨져 있는 형상
(Hidden Figures)

내용

합계

(2) 미 해군 항공 조종사 선발 시험 (U.S. Navy and Marine Corps Avation
Selection Test Battery (ASTB))
미국 내․외과국(The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에서 개발한 적성검사로 시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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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미 해군 항공 조종사 선발 시험
항목

내용

문항수

시간
(분)

수학/낱말 시험
(Math/Verbal Test)

수학과 낱말을 포함하는 일반 지능 검사

37

35

기계 이해 시험
(Mechanical Comprehension)

기계의 물리적 관계와 실전 문제 해결

30

15

공간 의식 시험
(Spatial Apperception Test)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공간 관계 파악 능
력

35

10

항공 항해 정보
(Aviation and Nautical
Information)

해군 항공술 관련 항공 및 항해 지식

30

15

132

75

합계

(3) 육군 항공 조종사 선발 시험 (Army Alternate Flight Aptitude Screening
Test (AFAST))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 선발에 적용되는 적성검사로 시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12 육군 항공 조종사 선발 시험
항목

내용

문항수

시간
(분)

배경 정보
(Background Information Form)

응시자의 배경

25

10

계기 이해 시험
(Instrument Comprehension)

항공계기에 대한 이해

15

5

복잡한 이동 시험
(Complex Movements Test)

복잡한 이동에 대한 파악 능력

30

5

헬리콥터 지식 시험
(Helicopter Knowledge Test)

헬리콥터에 대한 지식

20

10

방향 이동 인지 시험
(Cyclic Orientation Test)

헬리콥터 위치 변화의 인지력

15

5

기계 기능 시험
(Mechanical Function Test)

일반 기계 원리

20

10

자술서
(Self-Description Form)

관심분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
술

75

25

200

70

합계

나) 적성검사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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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제별로 적성 검사 예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
소분류

유사
낱말

산술
추리

문장
이해

데이터
해석

단어
이해

문제

정답

말에서 고함으로, 싫어함에서 ;
(TALK is to SHOUT as DISLIKE is to:)
A. 비명(SCREAM)
B. 미움(DETEST)
C. 소름(FRIGHTEN)
D. 도움(CONTRIBUTE)
E. 감탄(ADMIRE)
오믈렛을 만드는데 3개의 계란이 필요하다면 2다스의 계란
개의 오믈렛을 만들 수 있나?
A. 1
B. 3
C. 6
D. 8
E. 11

B

으로부터 몇

소네트는 시의 특별한 형태이다. 이것은 14행으로 되어 있다. 이 행들은 정
해진 패턴에 따라 운을 가져야한다. 가끔 마지막 6행은 처음 8행과 대조되
기도 한다. 소넷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사랑스런 시 B. 대조를 준다. C. 14행보다 작다.
D. 특정 방식의 운이 있다.
E. 14행중 6행은 운이 있다.

위 표에서 공장의 총 사고 발생 수는 얼마인가?
A. 5
B. 29
C. 33
D. 45
E. 54
둘러싸다(CIRCUMVENT)의 뜻과 가장 유사한 것은?
A. 위로(get over)
B. 아래로(get under)
C. 지나서 (get through)
D. 주위에(go around)
E. 쉽게(go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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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B

D

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계속)
소분류

문제

정답

‘삼천오십만칠천삼백십이’를 숫자로 써보시오.

30,507,312

34,521을 한글로 써보시오

삼만사천오백이십일

다음 숫자를 소수점으로 나타내 보시오:
3/10, 157/1000, 7/100

3/10=0.3,
157/100=.157,
7/100=.07

3

a=4이고 b=3이면 a -b 는 얼마인가?

67
4b=b+30
3b=30
b=10

다음 그림에서 a는 얼마인가?
a=50
수학
이해

C

다음 그림에서 x 는 얼마인가?

B

A.70°

B.110°

C.140°

D.180° E.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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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계속)
소분류

문제

기계

정답

B

이해
60N의 무게가 지렛대에 의해 들릴 때 지렛대의 무게는 무시할 만하다. F0
와 같으려면 Fi가 얼마가 되어야 하나?
A. 3.30N

B. 2.30N

D. 3.1N

E. 0.0N

C. 2.120N

다음 좌측 첫 번째 그림과 같으며 회전된 것은 어떤 것인가?
회전

A

블록

300J의 일을 10초 동안 기계가 했다면 기계의 힘은?
과학

A.

30W

B.

2500W

C.

240W

D.

260W

A

지상에서 항공기로 흰색 조명탄을 쏘면 어떤 의미인가?
A. 안전하지 못하니 도망쳐라
B. 경계를 지속해라
C. 항공기 유도로가 깨끗하게 되었다

E

D. 위치를 유지하라
E. 공항의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라
항공
정보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갈 때는 오직 다음 중 어디로부터 허가를 받는가?
A. FAA
B. 관제탑
C. 금지 구역마다의 통제 기관
D. 비행 서비스 센터
E. 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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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계속)
소분류

문제

정답

A

위 그림에서 위로 던진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순간 가속도는?
A. 9.8 ㎨
B. zero
C. 9.8 ㎨ 이하
D. 9.8 ㎨ 이상
기계

E. 알 수 없다.

이해

80N의 크기를 가진 반지름 r을 가진 기어에 적용된 힘 F의 그림이다. 중
심 포인트 0에 대한 F의 결과적인 모멘트는 얼마인가?
A. 1.368N-m.
B. 10.87N-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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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계속)
소분류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회로를 찾으시오.

정답

<보기>
전기

E

미로

위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D

A. 172
B. 173
C. 17.3
D. 1.73
계기

E. 0.173

판독

D

A.93904
B.93895
C.94905
D.84895
E.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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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계속)
소분류

문제

정답

다음 주어진 형상(A부터 E)을 보고 그림에 숨어 있는 형상을
찾으시오

숨어있는 형

B

상

A. 1
블록
세기

B. 2
C. 3

D

D. 4
E. 5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시오.
1.
오른쪽으로
1/8인치
이동
복잡

2.

이동

오른쪽으로

시험

3/8인치
이동
<문제>

3. 위쪽으로
3/8인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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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주제별 적성 검사 예제(계속)
소분류

문제
다음 순환 네트워크는 각각의 노드가 의미를 가진다.

그림과 일치하는 노드를 선택하시오.

방향
이동
인지
시험

- 167 -

정답

제 3 절 평가 및 결론
철도 운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운전 보안 설비의 정비, 건널
목 사고 방지 대책의 추진 등에 의해 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열차 사고에 있어서 철도 안전작업수행자의 부적절한
업무적성에 기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안전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적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본 연구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 엄격한 업무적성평가기준에 합당한 철도 안전작업 수행자들
과 인적 오류 평가 및 운행사고 대응기술 개발, 2) 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한
자격조건과 능력을 갖춘 작업자들의 선별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3) 철도 안전작업자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을 위해 해당 안전작업자와 부
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환경 분석
및 직무 적성/업무수행도 평가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
고자 1단계로 국내 및 해외 철도사례와 타 산업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관사 위주
로 신체 및 적성 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업무 적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
한 기준 및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철도 안전 작업 관련 규정류를 구체적으로 조
사하였다.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성 평가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현재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후보 평가 항목의 결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 적성
평가 관련 규정의 타당성, 시의 적합성, 일관성 등의 부합 유무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관련 법규에 대해 수정조치를 제안하여 고시 수준의 업무 적성 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적성 평가 체계로 핵심 안전 업
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고 업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생산성 제
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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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국내 철도 기관사의 인적관리는 지난 세월동안 국영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철도법상의 근
거가 미약하여 대부분 철도청 내부훈련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또한 국내 철도는 교통안
전법, 철도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 서
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의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실시
해 수행하고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 요소를 다루는 인적오류관리체계, 자격요건
관리 및 평가체계, 업무적성관리 및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원자력 산업계를 포함한 여타
산업계의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현행 철도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종사자(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오류, 자격요건
및 업무적성평가제도는 나름의 논리적 토대 하에 설계되어 안전업무종사자의 역량 개발
및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편 조직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기술, 가치관(욕구) 등의 제반 환경적 변화추세를 적시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내외 사례연구, 직무조사 및 일반설문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철도선진국의 경우 기관사 등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
고의 예방과 관리라는 차원에서 매우 엄격한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해줄 규정과 제도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엿보이고 있어 ‘안전’이라는 잣대 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념과 편의주의적 이익추구
라는 잣대에 의해 본연의 취지가 일부 퇴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근자에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철도안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의 결과가 토대되어
야 함에도 우리의 경우 일부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방법론에 따라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가령, 효과적인 제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관찰과 인적오류의 유형과 패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물론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태도조사와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과정이 결여
된 채로 새로운 제도가 구축된다는 것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안
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사례 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적오류를 유발시키는 요인의 제거 및 관리를 통하
여 철도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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