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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업무 성 평가기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o 철도사고의 인 오류 리 기  개발 -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국내 철

도산업이 비약 으로 발 하고, 이에 따라 철도안 에 한 국민  인식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인식  심에 부

응하기 해서는 철도 안 운행의 일차  책임을 가진 운 업무종사자들

의 역할  책임이 요하며, 이에 따른 핵심 안 업무종자사의 인 오

류로 인한 철도사고 유발 인 요인 유형분석을 통한 리요건과 체계

인 자격요건 기술기   세부지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o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업무 성 평가 기   체계 확립 - 최근에는 

운  보안 설비의 정비, 건 목 사고 방지 책의 추진 등에 의해 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가

능성이 높은 열차 사고에 있어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부 한 업무

성에 기인하는 사례가 지 않다. 따라서 부 한 업무 성에 의한 사

고의 감, 방지 책은 철도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

나. 단계별  목표

o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기   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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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기   지침 개발

o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기   지침 개발

다.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

o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자격요건  업무 성 련 사례분석  요건도출

o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자격요건  업무 성 련 리 기술기  도출

o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자격요건  업무 성 련 리 시행지침 도출

라.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o 최근 철도 운 환경은 철도운 공사가 발족되고 고속철도 운 이 시작되는 

등 철도산업의 구조개편과 고속화로 격히 변화하고 있음.

o 인간의 개입을 완 히 배재한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  불

가능할 것이므로, 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

도 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o 철도 선진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인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에 한 연구에 

략 ․집 으로 투자하고 있음.

o 철도환경의 격한 변화는 새로운 인 오류 리기 과 엄격한 자격 리

기   업무 성 평가기 을 요구됨.

(2) 경제․산업  측면

o 국내 으로 인간요소의 직무수행도를 높이기 한 노력은 아주 미미하거나 

분야에 따라 무한 실정임.

o 체계 이고 표 화된 인 오류 리와 자격 리  업무평가를 통해 업무

의 격성을 악함으로써 일 성 있는 리가 가능하게 되어 인간요소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됨.

o 철도 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 (50명)으로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  이익 한 막 할 것으로 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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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  측면

o 철도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하게 연계된 형 시스템이므로 사

고가 발생하면 물  피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공 의 철도에 한 수용

성에도 매우 심각한 향을 미침.

o 철도 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 요인을 제거하기 한 책을 제도

화하여 법 으로 리하기 한 노력은 철도의 경쟁우  특성인 안정성․

쾌 성․정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o 제도  규제 요건의 추가와 행 제도의 부 한 부분에 한 개선은 사

회 으로나 문화 으로 철도에 한 의 수용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iv -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1차년도

(2005)

제도화 추진 안 리 

 련기  의견수렴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련기   업 종사자의 의견 수렴

각종 산업계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법․

시행령 분석(원자력, 항공, 기타 공정 산업계 등)

인 오류  업무 성 평가기  제도화에 한 련기

의 의견수렴

철도 안 업무종사자  

직무특성 분석  

인 오류 리 요건 

도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요구 작업 기능성 난이도 분석

국내외 철도사고 인 요인 유형 분석

타 산업의 인 오류 리 체계의 철도환경으로의 목

성 검토

인 오류 리 제도화 요건 제시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에 한 

사례분석  기본요건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취득  유지체계에 한 사

례 분석

타 산업분야 자격요건 비교 검토

정   동  교육훈련체계 검토

자격요건 평가기   차 분석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를 한 제도  기본요건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사례분석  요건 

도출

철도사고 유발 핵심요소 정의

철도 선진국의 업무 성 평가 기   차 분석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핵심 안 취 자의 신

체  성요건 분석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기  제도화 요건 도출

2차년도

(2006)

제도화 추진 연계사항 

리  련 

고시․기술기  분석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련기   업 종사자 의견 수렴

각종 산업계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

기술기  분석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특성 분석 

 리 기술 기  

제시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특성 분석 

 리 기술기  개발

핵심 안 취 자의 인 오류 특성 분석  리 기술기

 개발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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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인 오류 리 기술기 (안) 제시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재평가  

기술 기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재평가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상  기술기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시행지침 원형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기술기  제시

신체, 피로, 스트 스, 환경 등과 업무 성 평가와의 상

계 분석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의 업무 성 평가 기술

기  개발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핵심 안 취 자의 신

체  성 요건 분석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기술기  제시

인 행  측면의 

비상 응 차서 

개발요건 생산  

검토기  제시

비상 응 차의 행 별 정 수행시간요건 도출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  의견 제시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제시

3차년도

(2007)

제도화 추진 련 

연계사항 리  

의견수렴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철도종합안  SE과제와 연계하여 제도화 추진

련기   업 종사자 의견 수렴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시행 

지침 제시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

지침(안)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세부 

시행지침 개발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요건  지침 제시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세부 시행지침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시행지침 제시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시행지침 개발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평가 리 시행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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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제도화 추진 안 리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철도종합안  SE과제와 

연계하여 제도화 추진

련기   업 종사자 

의견 수렴

SE과제와의 정기 공정 검  연계회의

공정 리표 작성  운

주기  실무회의 (매 2주)

정기  과제공정회의 (매 2개월)

인 오류형성인자(ESF) 분류체계 개발

각종 산업계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기술기  분석

SE과제와의 철도 국가안 리체계 구축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기   지침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사례분석  요건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기술기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시행지침

철도 안 업무종사자에 한 직무  직무부하 분석

국내 철도사고  운행 장애 인 오류 유형 분석

철도 안 업무종사자 오류 리 요건 제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기 (안) 개발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기   지침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사례분석  요건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기술기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시행지침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자격 리 활동 체계 

 황분석

국내 철도 사고사례분석과 운 직무 분석을 통한 

험도 측면에서의 요한 운  직무 악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자격 리 활동의 

차비교를 통한 수 별 리체계 도출

자격 리 활동의 성검토를 통한 철도운 업무 

종사자의 기본 자격 리 요건 타당성 검증

자격 리의 계층  구조에 따른 차와 자격 리 

활동을 포함한 자격 리 모형 설정

자격 리 모형을 바탕으로 각 자격 리활동에 한 

지침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vii -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기   지침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사례분석  요건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리 기술기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리 시행지침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성검사  

신체검사에 한 평가제도  항목 분석을 통한 

요건 도출

문가,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를 상으로 

국내외 성검사 항목에 한 요도 설문 조사  

분석

의료 문가, 제업무종사자를 상으로 국내외 

신체검사 항목에 한 요도 설문 조사  분석

인 오류 향인자와 직무분석 기반의 공학  기법을 

용하여 행 성검사  신체검사 제도의 개선안 

도출

철도 선진국의 성 리제도  신체검사제도를 

모델별로 유형화하여 리 기술기  도출

국내 실에 합한 모델을 설정하여 성검사  

신체검사에 한 지침개발

인 행  측면의 

비상 응 차서 개발요건 

생산  검토기  제시

비상 응 차의 행  별 정 

수행시간요건 도출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  의견 제시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제시

국내 비상 응 련 법률 조사  분석

국가  타 산업 비상 응체계 조사  분석

타 산업 차서 Code & Standard 조사  분석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서 작성  제시

산업공학 측면의 동작분석  표 자료법 조사  

분석

비상 응 행 별 시간 요건서 작성  제시

비상 응 시나리오에 한 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검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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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 성과

가. 기술  기 성과

(1) 인 오류 리

o 국내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개입된 인 오류의 유형 분석

o 안 업무종사자 직무 분석  직무부하(난이도) 분석

o 인 오류 리 기 (안) 개발

o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o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2) 자격요건 리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정기  교육훈련을 통한 취약요소 도출  사고

방 기술 확보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 요건 제도화 기틀 구축

o 엄격한 자격 리를 통한 충돌, 탈선, 화재, 건 목 사고와 같은 형사고 

재발방지  기 리 응능력 향상

o 사회  안 강화 요구에 부합하고, 국제 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자격 리 

체계의 구축을 통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문화

o 철도 운 업무종사자를 합하게 배치함으로써 철도사고를 감시키는 제

도  장치 마련

(3) 업무 성 평가

o 변화하는 철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검사 항목 제시를 통한 사고 방 

기술 확보

o 단독 업무 수행 능력 증진과 비상시 처 능력  단력 향상

o 충돌, 탈선, 화재, 건 목 사고와 같은 형사고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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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철도 선진국의 성  신체검사 항목의 반 으로 인한 국제 인 수 의 

평가기 의 마련

나. 사회․경제  기 성과

(1) 인 오류 리

o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기술기   시행지침을 통한 인 오류의 

체계  리  인 오류 감을 한 효과 인 응 방안 수립 가능

o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효율화로 인해 철도사고/운행장애 발생이 

감소하여 인명손실  열차의 지연운행 최소화로 사회･경제  비용 감소

o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발생율 감소로 철도교통 수단의 정시성･안 성 

제고

(2) 자격요건 리

o 합리 이고 체계 인 자격 평가  업무배치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업

무만족도 향상과 생산성 제고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 동기부여의 강화  명랑한 교통 환경 조성

o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 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사

회의 안 에 공헌할 수 있는 문 인력을 육성

o 열차운행에 련된 제반 규정의 이해를 높여서 안 하고 효율 으로 조작

할수 있는 학습능력 강화

 

(3) 업무 성 평가

o 안  확보를 통해 복구  피해보상으로 인한 직  손실을 이고 안 한 

철도 이미지를 심어 으로써 고객증가에 따른 경 수익 강화

o 문 인 직 에 단한 동조치  승객 안  피 조치의 숙련화에 따

른 인명과 재산의 구조

o 발 하는 의료 기술의 수 을 감안한 합리 인 신체검사 항목의 도출에 따

른 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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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방안

가. 인 오류

o 인 오류 리 기술기 안은 철도산업의 인 오류 리 시행지침 개발을 

한 상  요건으로 활용

o 직무부하 분석  리와 인 행 개선시스템 구축  운용시 근거 규정으

로 활용

o 철도사고/운행장애에 개입된 인 오류의 특성분석  유형분석 결과는 다

시 장으로 피드백 되어 안 운 을 한 직원 교육  훈련에 활용

o 안 업무종사자 직무분석 결과는 직무수행 차 교육을 한 교재로 활용 

가능

o 안 업무종사자 직무부하(난이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는 안 업무종사자  

직무부하 감소 책 마련시 우선순  선정에 활용

나. 자격요건

o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은 자격 리  평가를 한 제도  근

거 자료로 활용

o 철도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 업무종사자 자격 련 규정에 한 보완 

 이론  근거자료 제공

o 장 운 업무종사자의 안 리, 교육  운  지침으로 활용

다. 업무 성 평가

o 철도 안 업무종사자 성검사  신체검사 지침은 리  평가를 한 

제도  근거 자료로 활용

o 철도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련 규정에 한 

보완  이론  근거자료 제공

o 신규 안 업무종사자 충원시 선발기 의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존 안

업무종사자에 한 훈련  업무의 격성 악에 활용

o 운송, 기계 련 조작능력 훈련  평가를 한 시뮬 이터 개발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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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

라. 비상 응

o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은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와 철도 운 기

에서 비상 응 차서 작성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o 비상 응 행 별 시간 요건서는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에서 비상

응 행 별 수행시간을 활용

o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는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

에서 인 오류 측면의 검토를 반 한 비상 응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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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1. Introduction

It has been estimated that up to 90% of all workplace accidents have human 

error as a cause. Human error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a key factor in 

almost all the highly publicized accidents, including Daegu subway fire of 

February 18, 2003 killed 198 people and injured 147. Because most human 

behavior is "unintentional", carried out automatically, root causes of human error 

should be carefully investigated and regulated by a legal authority.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s to set up some regulatory guidance that are 

supposed to be used by the korean rail organization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s and the contents are :

to develop the regulatory guidance for managing human error,

to develop the regulatory guidance for managing qualifications of rail 

drivers

to develop the regulatory guidance for evaluating the aptitude of the 

safety-related personnel.

2.  Development of regulatory guidance for managing human 

Error

Generally, the follow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manage human error 

effectively. First, all incidents and accidents should be systematically analysed 

and managed in a database system. Secondly, root causes for these human 

errors should be evaluated to develop appropriate response actions, then these 

actions should be transmitted to the local workplace. Finally, the post-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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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made periodically to confirm the results of those response actions, or 

to setup the modified response actions.

We have analysed incidents/accidents data, and found out what types of 

human error has occurred from what kind of tasks. We, also, have analysed 

characteristics/difficulties of performing the tasks, performed by safety-related 

personnel, to derive out the task to study further. We will present some 

regulatory guidelines fro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3.  Development of regulatory guidance for managing 

qualifications of rail  drivers

The qualification of rail driver is one of major factors that should be 

managed to reduce human error induced incidents/accidents.

We have collected not only those domestic/foreign cases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rail operator but also those for other industries like aviation one. 

And we have analysed them to derive some regulatory requirements to reduce 

human error. Finally, we have done preliminary FGI(focused group interview) to 

review and validate the regulatory guidelines.

We present the final regulatory guidelines that are supposed to be used for 

managing qualifications of rail driver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4.  Development of regulatory guidance for the aptitude test 

and physical test of safety-related personnel

The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aptitude test system and the 

physical test system in the field of railroad is progressing actively in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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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ur government is also promoting some systematic supplementation 

for railroad safety on the basis of the Railroad Safety Act.

We focus our atten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aptitude test 

system and the physical test system which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supervision of Korean railroad. For this purpose, we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for railroad workers. We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at is needed to derive desirable aptitude test 

system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system.

We present the final regulatory guidelines that are supposed to be used for 

aptitude test and physical test of rail personnel related to safety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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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산업시스템이 형화 될수록 사고의 결과도 막 한 피해로 나타난다. 미국 드리

마일섬 원자력발 소 사고(1979), 인도 보팔시에 있는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 회사

의 맹독성 농약 메틸이소시아네트 유출 사고(1984),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

소 사고(1986) 등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시스템의 사고로 그 기여도만큼이나 피해 

규모도 엄청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래하 다.

철도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하게 연계된 형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

생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공 에 직 인 피해를 입힌다. 얼마 에 일어난 일본 

효고  열차 탈선 사고와 더불어 아제르바이젠 지하철 화재 사고(1995), 국의 킹

스크로스 지하역사 화재 사고(1987), 동경 지하철 충돌 사고(2000) 등은 이를 이용

하는 공 에 직 인 인명 피해를  사례이다.

국내 철도산업은 고속철도의 개통과 각 지자체별 도시철도의 건설  개통 등으

로 양 으로 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고의 결과도 막 한 피해로 

나타날 것으로 측된다. 실제로 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무려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시스템이 형화 할수록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래하는지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 시스템의 사고 원인은 상당 부분 인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리마일섬 원자력발 소 사고는 시스템의 오작동과 운 원의 오 에 의한 

결과로 래된 사고이며, 구 지하철 화재 사고 역시 사고에 처하는 인간요소의 

부 한 행 로 인해 참사로 확 된 사고 음이 드러났다.

인간요소의 개입을 없앤 철도시스템의 운 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첨단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화와 정보화

가 속도로 진 하고 있고, 인간요소의 개입 방식도 수동조작과 같은 신체  개입 

방식에서 정보처리,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과 같은 정신  개입 방식으로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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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인 오류의 방지  평가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인 오류를 이기 해서는 인 오류를 유발하는 인자를 시스템  수명 주기에 

걸쳐 효과 으로 리해야 한다. 특히 제도 인 규제 틀 안에서 리 할 때 큰 효

과를 볼 수 있다. 국내외 원자력 산업의 경우 이미 인 요인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인간공학의 제반 원리  기술 용을 인허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양  성

장에 비해 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히 낮은 효과를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철도산업에서 인 오류를 이기 한 제도  리체계  인

오류를 이는데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개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직무수행 행 의 에서 인 오류는 일반 으로 작업 환경을 직  는 간 으

로 구성하는 많은 인자들, 를 들면 정보의 양과 같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과 

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 , 생리  기능과 련된 지루함, 소음, 조직 구

성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으며 인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이지만 사고는 한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수

많은 주변요소와 인지되지 않은 실수의 반복 인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요인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별로 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결국은 사고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 철도 운 환경은 철도운 공사가 발족되고 고속철도 운 이 시작되는 등 철

도산업의 구조개편과 고속화로 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의 불확실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간(작업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요해지고 있다. 특히 철도시스템은 인간요소, 선로시설, 

열차, 운 ․제어, 유지보수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 으로 연계되어 운

되는 복잡도가 단히 높은 시스템이므로 상 으로 불확실도가 높은 인간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질에 따라 철도시스템 체의 수행(안 )도가 결정된다. 

하드웨어 부분은 최신 기술의 발 과 품질 리 등의 인증 기 이 강화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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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수 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철도 시스템을 운 하는 주체인 인간의 

직무수행도에 한 신뢰도 수 은 하드웨어 설계에서 인 요인에 한 고려의 미

흡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인 오류 리기   업무 성 평가기 개발의 필요성>

철도 선진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인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에 한 연구에 략

·집 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주도의 강력한 철도안 체계가 필요

하게 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철도안 법’과 하  법령을 제정하여 2005년 7월 1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철도안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철도시

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인간요소에 한 요성을 반 하고 있고, 이의 연장선

에서 철도차량운 면허제의 도입과 운 업무  제업무종사자의 필요 요건을 마

련하여 문 인력을 체계 으로 양성하고 리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에 한 제도  규제 틀을 갖추려는 노력은 많

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 성검사제도의 경우 1971년 도입된 이후 잘 운 되고 

있지만 직무수행 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응하기 한 새로운 성검사 항

목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측된다. 철도환경의 격한 변화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인 오류 리기 과 엄격한 자격 리기   업무 성 평가기

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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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인 오류 리기 과 자격  업무 성 평가기 을 수립하기 한 인간공

학․인지공학․공학심리학․조직/행동심리학․조직 리학 분야의 기술  토 는 일

부를 제외하고 튼튼한 것으로 단된다. 다학제 (multi-disciplinary) 근 방식과 

장 문가  련기 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격히 변화하는 철도 운 환경에 

합당한 최 의 기술 기   지침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산업  측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의 통합화․개방화․자유화에 따른 국가 간 교류가 

확 되고 있고 국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형화‧복잡화에 따른 

형 사고의 잠재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도 기존 철도의 

약 3배의 속도로 움직이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

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철도산업에서 인간요소의 직무수행도를 높여 인 오류를 이기 

한 노력은 분야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운행업무종사자 자격 리와 철도종사자 

성검사  신체검사 역과 같이 직무수행에 합한 종사자를 선발 사용함으로써 

인 오류를 이려는 노력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오히려 잘 이행되고 있는 반면에 

제실  기 실 MMI(man-machine interface) 설계, 종사자 사이에 사용되는 의

사소통 로토콜, 작업 환경, 직무설계 등 시스템이 유발하는 인 오류 리 분야에 

한 노력은 제도  규제측면에서 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후진 인 인 요인 리체계는 높은 철도 사고(사상자 10명 이상 

는 차량 탈선 10량 이상)  사망률을 래하고 있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막 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업 손실  내외  이미지 추락 등 간  피

해도 심각한 수 이다. 최근 십여 년의 주기로 형 철도사고가 발생하 으며 그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같은 직 인 피해가 막 하 으며, 복구비용‧ 업 손실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 추락 등 간  피해도 심각한 수 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변하는 철도 환경에 합한 엄격하고도 합당한 인 오류 리 기술기 과 자격

리  업무 성 평가기 은 인간요소가 유발하는 열차사고를 획기 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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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체계 이고 표 화된 인 오류 리와 자격 리  

업무평가를 통해 업무의 격성을 악함으로써 일 성 있는 리가 가능하게 되

어 인간요소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장작업자  련기  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기술 기   지

침은 안정 인 시행지침의 운 을 보장하고, 철도종합안 기술개발사업의 정량  

목표인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 (50명)으로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 경제  이익 한 막 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더불어 철도 산업에 

한 반 인 이미지 제고까지 고려할 경우 많은 무형의 이익을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사회․문화  측면

철도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하게 연계된 형 시스템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물  피해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공 의 철도에 한 수용성에도 매우 

심각한 향을 미친다. 그동안 다각 인 노력에 의하여 하드웨어가 유발하는 철도

사고는 어들고 있지만 소 트웨어 즉, 인 오류에 의한 사고는 여 히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형 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에 의한 공격 소재로 활용되어 일시 인 사회  심

을 불러일으킬 뿐 정작 사고를 유발시킨 인 요인에 한 원인추 ‧해결 책‧ 리 

등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합리 인 해결 과정을 보

여주지 못함에 따라 공 의 철도 안 성에 한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

다.

철도 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 요인을 제도화하여 법 으로 리하기 

한 노력은 철도의 경쟁우  특성인 안정성·쾌 성·정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다. 특히 최신의 인 오류 리기술·자격 리기술·업무 성평가기술을 근간으로 한 

법 요건의 추가와 기존의 낡은 제도 개선은 사회 으로나 문화 으로 철도에 

한 의 수용성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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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1차년도

(2005)

제도화 추진 안 리 

 련기  의견수렴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련기   업 종사자의 의견 수렴

각종 산업계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법․

시행령 분석(원자력, 항공, 기타 공정 산업계 등)

인 오류  업무 성 평가기  제도화에 한 련기

의 의견수렴

철도 안 업무종사자  

직무특성 분석  

오류 리 요건 도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요구 작업 기능성 난이도 분석

국내외 철도사고 인 요인 유형 분석

타 산업의 인 오류 리 체계의 철도환경으로의 목

성 검토

인 오류 리 제도화 요건 제시

제 2  연구개발의 범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o 철도사고의 인 오류 리 기  개발 - 최근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국내 철도

산업이 비약 으로 발 하고, 이에 따라 철도안 에 한 국민  인식  심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인식  심에 부응하기 해서

는 철도안  운행의 일차  책임을 가진 기 차 운 업무종사자의 역할  책

임이 요하며, 이에 따른 체계 인 자격요건 기술기   세부지침 개발이 반

드시 필요함.

o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업무 성 평가 기   체계 확립 - 최근에는 운  보

안 설비의 정비, 건 목 사고 방지 책의 추진 등에 의해 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열차 

사고에 있어서 안 업무종사자의 부 한 업무 성에 기인하는 사례가 지 

않다. 따라서 부 한 업무 성에 의한 사고의 감, 방지 책은 철도에 있

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

2. 연구개발의 범   내용



- 9 -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기 차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에 한 

사례분석  기본요건 

개발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취득  유지체계에 

한 사례 분석

타 산업분야 자격요건 비교 검토

정   동  교육훈련체계 검토

자격요건 평가기   차 분석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를 한 제도  기본요건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사례분석  요건 

도출

철도사고 유발 핵심요소 정의

철도선진국의 업무 성 평가 기   차 분석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핵심 안 취 자의 신

체  성요건 분석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기  제도화 요건 도출

2차년도

(2006)

제도화 추진 연계사항 

리  련 

고시․기술기  분석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련기   업 종사자 의견 수렴

각종 산업계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

기술기  분석

철도 안 업무종사자 

오류 특성 분석  

리 기술 기  제시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특성 분석 

 리 기술기  개발

핵심 안 취 자의 인 오류 특성 분석  리 기술기

 개발

인 오류 리 기술기  제시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재평가  

기술 기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재평가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상  기술기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시행지침 원형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기술기  제시

신체, 피로, 스트 스, 환경 등과 업무 성 평가와의 상

계 분석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의 업무 성 평가 기술

기  개발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핵심 안 취 자의 신

체  성 요건 분석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기술기  제시

인 행  측면의 

비상 응 차서 

개발요건 생산  

비상 응 차의 행  별 정 수행시간요건 도출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  의견 제시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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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검토기  제시

3차년도

(2007)

제도화 추진 련 

연계사항 리  

의견수렴

철도종합안  SE과제와의 연계사항 리  조정

철도종합안  SE과제와 연계하여 제도화 추진

련기   업 종사자 의견 수렴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시행 

지침 제시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

지침(안)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세부 

시행지침 개발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세부지침 작성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요건  지침 제시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세부 시행지침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시행지침 제시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시행지침 개발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평가 리 시행지침 개발

제 3  연구수행 추진 략  방법

핵심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입장에서 ‘본 과제’를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한 SWOT/ERCR 분석 모델은 아래 표와 같다. 핵심연구기 은 약 인 ‘철도 도메

인 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하여 자체 인 노력은 물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세

부연구기 으로, 한 철도 문 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 학교를 탁연

구기 으로 삼아 추진체계를 구축하 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인 제도화를 한 기   지침 개발은 철도 산업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성  수용성의 확보가 단히 요한 부분임. 이 문제는 핵

심연구기 의 과제수행에 상당한 요소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하

여 정기 으로 규모 워크 을 개최하고, 수시로 철도 각 분야의 문가를 청하

여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철도 산업 구성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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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개발할 기   지침의 수용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SWOT 분석 모델>

S(강 ) W(약 )

인간공학 련 기술 완숙 철도 도메인 지식 부족

O(기회) T( )

국산화한 인간공학 기법 철도산업이식 제도화 시 철도 종사자와의 화 기법

<ERCR 분석 모델>

E(제거) R(강화할 )

원자력 오류사례 기반으로

철도 오류 이해

과제 참여원의 도메인 지식

동등 벨화

C(새롭게 할 것) R( 일 것)

원자력 인간공학 설계기법 기반

제도화 진행

세부 연구원간의 업무 역 설정으로

인한 연계 난

일본․미국․ 랑스 등 철도 선진국과의 조를 통한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 

평가기   차분석, 국내 철도분야로의 용가능성 검토  세부방안 제시할 것

이다. 원자력  항공분야 등 타 산업분야의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의 벤치마킹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국내 철도분야로의 용가능성 검토  세부방안 제시할 

것이다.

행 국내 철도조직의 자격요건 평가제도의 운 황, 기   차분석을 심층

으로 행하여 문제 과 개선  도출하여, 사례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지속 인 

리를 한 제도  기본요건 제시할 것이다.

작업  직무분석을 이용하여 운 업무종사자의 주요 직무를 평가하고, 주요 작

업 평가결과  타 산업분야 자격요건 비교결과에 기 한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

건 재평가 후 행 자격요건에 한 보완  개선방안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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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도시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항목  상  기

술기  안을 개발하고, 개발된 자격 리 기술기  안에 한 련 조직 의를 

통한 보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상  기술기  제시할 것이다.

국철/도시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응하는 자격 리 시행지침 항목  안 개발

하고, 개발된 시행지침 항목  안에 한 련 조직 의하여,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에 한 세부시행지침 제시할 것이다.

철도 안 작업 업무 로세스 분석을 토 로 로세스 상의 애로요인(bottleneck), 

취약한 단 기능, 불필요한 기능( 는 복기능), 부서( )간 갈등요인, 인력문제, 

조직구조편제 상의 문제, 규정상의 문제 등을 포 으로 진단하여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에서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국내 안 작업 업무 로세스를 효율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재의 국

내 철도 안 업무종사자에 해 실시되고 있는 집필고사와 기능검사의 내용타당성, 

시기  주기 합성, 시험도구의 변별력, 기타 해당 인  자원의 제반, 심리 , 행

동  요인 등을 포함하여 업무 성평가 시스템에 한 체계  진단을 실행할 것이

다.

재 한국인력개발본부 부설 “인재진단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한국형 진단도구로 

KJA-GT 등의 도구가 있으나 평가요소가 지 능력과 성격진단 등에 치우쳐 있어 

철도 련조직의 안 업무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지각속도, 운동속도, 식별반응, 처치

단, 심경각 등 행동 /인지  요인 등 요 측면에 해서는 기타 문기 의 업

무 조  지원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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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 17 -

제 1  상 수 의 제도화 요건 도출

1. 연구수행 방법  차

가. 인 오류형성인자(ESF: Error Shaping Factors)와 제도화 요건

철도에서 인 오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제도

화 요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o ESF 분류체계 개발 : 작업자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PSF 

(Performance Shaping Factors)라 하며, 결국 인 오류의 원인이 작용하므

로 기존의 PSF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철도에 용할 ESF 분류체계를 개발

한다.

o 분석방법 설정 : 개발한 ESF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인이 안 업무종

사자의 인 오류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는지 상 인 요도를 결정

하는 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방법론을 설정하고, 

장 문가의 의견 수렴을 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많은 양의 수집 데이터

를 원활히 처리할 AHP 산 로그램을 개발한다.

o 분석 수행  결과 : 설문지 형태로 수집한 장 문가의 의견을 AHP 

산 로그램에 입력하고 분석하여 각 요인별 요도를 결정한다.

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 기술기  분석

본 연구는 그림 2.1-1과 같이 국내외 철도산업  원자력 산업의 법률, 지침  

기술기  등을 인 오류형성인자 분류체계에 의해 분류하 다. 따라서 인 오류형

성인자의 분류항목과 국내 철도법 체계간의 비교를 통하여 오류를 유발 시키는 요

인  국내 기 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악하고, 타 산업 

 국외 철도 기  체계와의 비교를 함으로써 국내 기  수 의  상황을 악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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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의 경우 국내 철도안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항목에 

해서는 철도운 사 자체 으로 운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항

목에 해서는 이번 자료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소분류중부류대분류

인적오류형성인자

(EFS)
원자력법체계

해외철도산업
법체계

타산업과의비교

해외철도와비교

ESF 항목과비교

국내철도법체계

인적오류를
관리하기위한
방향제시

소분류중부류대분류

인적오류형성인자

(EFS)
원자력법체계

해외철도산업
법체계

타산업과의비교

해외철도와비교

ESF 항목과비교

국내철도법체계

인적오류를
관리하기위한
방향제시

그림 2.1-1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 기술기  분석 연구수행 차

2. 연구 내용

가. 인 오류형성인자(ESF: Error Shaping Factors)와 제도화 요건

(1) ESFs 분류체계

ESFs 분류체계는 철도 안 업무종사자 작업에서의 인 오류의 에서 작업수

행시 인 오류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  분류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안 은 인 오류 분석시 효과 이고,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원  ESFs 분류체

계를 근거로 하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ESFs 분류체계를 구성

하 으며, 표 2.1-1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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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운 업무종사자의 ESFs 분류체계 표 2.1-2 제업무종사자의 ESFs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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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Fs 평가방법 개발

(가) 개요

오류 향요인은 작업수행시 발생하는 작업자오류의 주요한 결정자이다. 따라서 

철도의 작업장  작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이기 

하여 오류 향요인의 고려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 향요인들이 최 의 

상태가 되도록 설계된 상황 하에서의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작업자 오류의 정도는 

그 지 못한 작업환경에서의 오류발생정도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따라서 철도의 

작업장  작업설계 시에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업자 오류에 향을 주

는 요인들에 한 평가이다. 한, 특정 작업환경 내에서 작업수행 에 발생하는 

작업자오류의 정도를 측하는 경우에도 오류 향요인들의 평가는 필수 이다.

일반  오류분석의 단계는 3단계로 압축될 수 있다. 즉 어떤 형태의 오류가 발생

하 는가? (사건에 개입된 인 오류의 형태를 찾는 단계), 왜 오류가 발생하 는

가? (인 오류의 원인을 찾는 단계), 오류발생의 배경은 무엇인가? (오류 향요인

의 분석 단계)에 한 분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류 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인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작업에 

있어 요한 오류 향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고, 이 작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분석계층과정을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 다. 즉 시스템 설계자 는 분석자

가 더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인 오류를 감소시키기 하여 요한 요인들에 

심을 집 할 수 있도록 인 오류를 유발하는 요한 요인들을 문가의 주  의

견을 통하여 체계 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특정 작업에서의 오류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작업에서 특히 요한 오류

향요인을 규명하고, 그들의 상  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언 한

다. 수행도형성인자를 이용하여 인 오류확률을 추정하고자 개발된 SLIM(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2.1-7]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작업에서 요한 PSFs를 

선정하는 것이 요한 과정 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해서는 특별히 

언 하지 않았다.

수행도형성인자를 이용하여 인 오류확률을 추정하는 문제 외에도 특정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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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ESFs를 밝히고, 그들의 상  요성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설

계나 오류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에도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 분석계층과정

분석계층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원래 다기 하에서의 의사결

정을 돕기 하여 Saaty에 의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HP는 복잡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을 당한 구성요소(component parts)로 나

어 계층  구조로 이들 요소( 는 변수)를 배열한 후에 각 요소의 상  요성

에 한 주  단치의 수치  값을 각 요소에 할당하고, 각 요소의 체  우선

순 를 결정하기 하여 이들 단치를 통합하는 방법이다[2.1-8]. 일반 으로 

AHP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  원칙을 갖는다.

o 문제의 계층  표   분할 :

문제를 기본요소로 분할함으로써 계층화하는 것을 말한다.

o 우선순 의 별  통합 :

각 요소의 상  요성에 의해 비교요소들의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을 말

한다.

o 논리  일 성(logical consistency) :

요소들이 논리 으로 그룹화되고 논리  기 에 따라 일 성 있게 순 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분석계층과정의 용 차

일반 인 AHP의 용 차는 그림 2.1-2와 같다. 하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

의 특성  분석상황에 따라 이 차는 수정될 수 있다.

1) 계층구성 방법

AHP의 차 , 분석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요소

로 분해하여 계층화하는 차가 가장 요하며, 구성성분의 수가 무 많거나 그들

의 상호 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구성성분을 당한 방법으로 집단화하는 것도 필

요하다. 계층은 체시스템에 미치는 구성성분이 향과 구성성분들 간의 기능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해 시스템의 구조를 추상  개념으로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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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의 및 분할

문제의 계층화

쌍대비교행렬의 구성

일관성지수(CI)를
계산한다

비교행렬의 수정

CI가 0.1이하인가

평가자가 1인 인가

각 요인의 가중치 계산

행렬의 결합

모든 수준에서 실행했는가

가중치들의 결합

No

No

No

Yes

Yes

Yes

그림 2.1-2 AHP의 용 차

일반 으로 계층의 최상 수 에는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의 체  목표(overall 

objective)가 놓이게 된다. 이 목표와 련된 하  목표들을 최상 수  바로 다음 

수 에 놓는다. 그리고 이러한 하  목표들에 향을 끼치는 속성들을 그 아래 수

에 놓고, 이러한 속성들의 상세한 요소들을 하 수 으로 계속해서 나열한 후, 

계층의 마지막 수 에는 결정한 안들 는 결과들이 오게 된다.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정도나 분석자에게 문제해결을 해 많은 상세한 정

보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계층의 수 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각 수 에

서 그 수 요인들의 비교를 실시하게 되므로 Saaty는 각 수 에서의 요인 수

를 최 한 9개로 제한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계층 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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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이 은 다음과 같다.

o 시스템을 계층 으로 표 하면 상 수 에서의 우선순 의 변화가 하 수

에서의 우선순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o 시스템의 계층  표 은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며, 분석자의 과 목표를 제공한다.

o 계층 으로 구성된 그 지 못한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 이다.

o 안정 이며 유연하다. 즉 작은 변화에 작은 향을 받는다는 에서 안정

이며, 구조화가 잘되어 있으면 작은 변화가 추가되어도 결과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

2) Clustering 기법

계층구조의 한 수 에 속하는 요소의 수가 무 많은 경우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들의 비교행렬을 구성할 시에 일 성에 문제가 생

기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효과 으로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수 내의 요

소들을 가장 유사한 것끼리 당한 수로 집단화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바로  수

에 있는 기 들에 한 Cluster들 간의 상  요도를 비교를 통해 비교한

다. 이러한 Cluster 간의 상  요도를 결정한 후에, Cluster 내의 요소들에 

한 상  요성을 비교한다. 이 기법에 의한 계산결과는 체 인 근방법의 결

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2.1-8]. Clustering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을 갖

고 있다.

o 비교를 행할 시에 계산상의 효율을 갖는다.

o 인간의 제한된 능력 하에서 7±2개 이상의 요소들을 동시에 비교하는데 아

주 높은 일 성을 보인다.

3)  비교 행렬의 구성

그 다음 단계로 복수 기 간의 우선순  결정해야 한다. 기 에 비추어 어떤 

안이 가장 요한가를 단하는 것이다. 동일 단계에 있는 요소들 사이의 요도를 

측정한다. 이 때 이원비교 방식(pair-wise comparison method) 내지 비교 방식

을 활용하게 된다. 즉 한 번에 두 개의 요소들만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게 함으로써 인간의 주  단과 무형의 질 인 단을 수량화하는 

것이다. 질 인 요소를 비교할 때는 이들에 한 언어  단(verbal ju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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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다음에, 이를 상  요성에 척도에 따라 수치 값으로 변환한다. 비교

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 는 일상  언어 표 과 한 계를 갖는 1에서 9까

지 숫자나 이의 역수를 사용한다. 각 단계에서 요소의 상  요성(relative 

weight)에 한 주 인 단을 수량화한다.

AHP는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요소를 비교하며, 이 때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요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비교에 의하여 산출되는 행렬(matrix)의 고

유벡타(eigen vector)-고유값(eigen value)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비교를 해 사용되는 단의 척도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AHP의 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

척 도 정의 설명

① 요도가 같음(equal)
두개의 요소가 차상  기 에서 볼 때 동등하
게 요함

③ 약간 더 요(weak)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요함

⑤ 더욱 더 요(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요함

⑦ 단히 더 요(very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단히 더 요함

⑨ 으로 요(absolu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으로 요함

4) AHP의 용분야  한계

AHP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어 왔다. 에 지 할당, 불확실

성하에서의 기술에의 투자, 테러에 한 응, 자동차 구입, 직업선택, 학교선택 등 

정량 인 평가가 아닌 정성 인 평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인간공학에의 응용사례로 직무의 노동 강도를 평가하거나, 

computer interface들의 순  결정이나 인간의 자재운반 무게의 한계 등을 평가하

는 데 사용되어 왔다. AHP가 용된 분야의 특징은 모두다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계층을 구성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지녔으며 수 의 수

나 요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입력 자료의 수도 그 이상으로 증가해야 하며 가

치의 통합 차도 더 복잡해지는 단 을 갖고 있다. 그러나 AHP는 인간의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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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 인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은 샘 이라도 유용한 경험  결과를 

도출하는 이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작용되어 왔다.

(라) 평가방법 설정

AHP를 용하여 구한 ESFs의 상  요도는 인 오류를 이기 하여 리

해야 할 요인의 요도를 나타낸다.  즉 가 치가 높은 요인일수록 인 오류 발생

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  활동 설계 시 그 요인을 리하는 데 다른 

요인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특정한 사건의 원인분석에 

용함으로써 체계 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즉 가 치가 높은 요인부터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 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운 업무종사자와 제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유발 요인의 평가에 용하고자 표 2.1-1과 2.1-2에서 설정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상  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양식(그림 2.1-4)을 개발하고 그림 2.1-3과 같

은 산 로그램을 사용하 다.

그림 2.1-3 AHP 방법론을 이용한 산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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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인 오류 향요인 평가를 한 설문 양식(운 업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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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가) 요인의 가 치 해석

철도에서의 사고분석에 있어 사고에 개입된 인 오류의 발생 배경을 알아보기 

하여 오류 향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사고에 인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면 Swain(1983)이 지 한 것처럼 오류 향요인은 인 오류의 발생에 요한 

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으로 철도에서 작업자의 작업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을 모두 자세히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요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에 해 상

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오류 향요인의 상  요도를 AHP를 용하여 구하

다. 그런데 AHP의 용결과로부터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요인들을 용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토분석(Pareto analysis) 방법을 용하고자 한

다. 이 분석방법에 의하여 어떠한 사건사례에서의 사고발생에 요한 향을 미친 

요인이나 특정한 작업에서 그 작업의 성공  수행을 해 요한 요인들을 그 

요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토분석은 ABC 분석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재고 리기법 의 한로 본 연구

에서처럼, 사고의 분석이나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 많을 

경우, 모든 요인을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품목을 모두 철 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ABC 분류에 따라 고려 요인을 세 

집단으로 나 는 것을 말한다(Riggs, 1987).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 포함된 요인들의 요도(재고 리에서는 dollor-usage) 합

계에 의하여 집단의 분류를 행한다. 즉, 집단 A에는 요인들의 요도의 합계가 

0.50(50%)로 요인의 수 10-15% 정도를 포함하고, 집단 B에는 요도의 합계가

(0.35(35%)로 요인의 수 30-40% 정도를 포함하며, 집단 C에는 요도의 합계 

0.15(15%)이면서 요인 수의 비율은 50% 정도 포함하도록 분류된다.

ABC 근법을 본 연구에 용하고자 하는 것은 AHP의 용으로부터 얻어진 결

과를 이용하여 ESFs를 그 요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ESF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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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    Multiple Evaluator

File Name :  ED.prj

* Normalized Weights   운 업무종사자 인 오류 향요인  ----  level  2

   Eigen Value :   3.         C.I. :   .

       운 업무종사자 특성요인(A)                        .333

       운 업무 특성요인(B)                              .333

       운 실 환경요인(C)                                .333

 * Matrix Product   level  2 

       운 업무종사자 특성요인(A)                        .333

       운 업무 특성요인(B)                              .333

       운 실 환경요인(C)                                .333

* Normalized Weights   운 업무종사자 특성요인(A)  ----  level  3

   Eigen Value :   3.021         C.I. :   .0107

       신체 요인(A1)                                    .265

       정신 요인(A2)                                    .246

       심리 요인(A3)                                    .489

* Normalized Weights   운 업무 특성요인(B)  ----  level  3

   Eigen Value :   3.048         C.I. :   .0242

리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즉, A 집단에 포함된 요인들은 다른 집단에 포함

된 요인들보다 그 요성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먼  리  통제함으로써 작업 

성능을 높일 수 있고, 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일 수 있다.

(나) 분석계층과정에 의한 ESFs의 요도 평가

인 오류의 원인이 작업 장에 존재하도록 향을  ESFs의 상  요도를 

AHP를 용하여 평가하 다. 표 2.1-1  2.1-2에서 제시된 사고에 개입된 인 오

류의 원인에 한 ESFs의 상  요성을 평가(설문양식 그림 2.1-7)하기 하여 

운 업무종사자 90명과 제업무종사자 5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

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AHP 소 트웨어에 입력하 다. 이때 소 트웨어 분석  

C.I. 값이 0.1 이하의 자료를 선별(운 업무종사자 5명, 제업무종사자 6명)하여 각 

요인들의 요도를 구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1-4  2.1-5와 같으며, 도식

 출력결과는 그림 2.1-5 ～ 2.1-9와 같다.

표 2.1-4 운 업무종사자 ESFs의 요도 가 치( 요도 평가모형 s/w의 출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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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특성요인(B1)                                  .282

       운 업무의 신체  특성요인(B2)                    .282

       운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B3)                    .437

* Normalized Weights   운 실 환경요인(C)  ----  level  3

   Eigen Value :   2.

       운 실의 물리  환경요인(C1)                      .555

       운 실의 화학  환경요인(C2)                      .445

 * Matrix Product   level  3

       신체 요인(A1)                                    .088

       정신 요인(A2)                                    .082

       심리 요인(A3)                                    .163

       장비특성요인(B1)                                  .094

       운 업무의 신체  특성요인(B2)                    .094

       운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B3)                    .146

       운 실의 물리  환경요인(C1)                      .185

       운 실의 화학  환경요인(C2)                      .148

* Normalized Weights   신체 요인(A1)  ----  level  4

   Eigen Value :   4.011         C.I. :   .0035

       연령조건(A1-1)                                    .164

       신체조건(A1-2)                                    .287

       감각조건(A1-3)                                    .299

       운동능력(A1-4)                                    .25

* Normalized Weights   정신 요인(A2)  ----  level  4

   Eigen Value :   6.062         C.I. :   .0125

       성격의 합성(A2-1)                               .142

       안 에 한 인식(A2-2)                            .196

       교육훈련 상태(A2-3)                               .175

       운 업무 경력(A2-4)                               .177

       약물복용 정도(A2-5)                               .118

       수면정도(A2-6)                                    .192

* Normalized Weights   심리 요인(A3)  ----  level  4

   Eigen Value :   4.         C.I. :   .0001

       작업동기(A3-1)                                    .164

       피로/스트 스(A3-2)                               .251

       심리  불안의 정도(A3-3)                          .201

       작스러운 육체  고통(A3-4)                      .384

* Normalized Weights   장비특성요인(B1)  ----  level  4

   Eigen Value :   4.006         C.I. :   .002

       조종장치(B1-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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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표시장치(B1-2)                                .249

       경보장치(B1-3)                                    .278

       음성통신장치(B1-4)                                .211

* Normalized Weights   운 업무의 신체  특성요인(B2)  ----  level  4

   Eigen Value :   4.001         C.I. :   .0004

       운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B2-1)                  .416

       의사교환형태의 합성(B2-2)                       .164

       신체  운 업무 수행방법의 합성(B2-3)           .21

       운 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의 정도(B2-4)           .21

* Normalized Weights   운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B3)  ----  level  4

   Eigen Value :   4.024         C.I. :   .0081

       운 업무 부담의 정도(B3-1)                        .303

       운 업무의 험도(B3-2)                           .303

       운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B3-3)          .219

       기억(장기/단기기억)요구 정도(B3-4)                .176

* Normalized Weights   운 실의 물리  환경요인(C1)  ----  level  4

   Eigen Value :   6.059         C.I. :   .0119

       운 실 주변소음(C1-1)                             .297

       운 실 진동(C1-2)                                 .173

       운 실 조명(C1-3)                                 .107

       운 실 온도(C1-4)                                 .133

       운 실 습도(C1-5)                                 .129

       운 실 공간배치의 합성(C1-6)                    .16

* Normalized Weights   운 실의 화학  환경요인(C2)  ----  level  4

   Eigen Value :   2.  

       운 실 환기(C2-1)                                 .555

       운 실 청결정도(C2-2)                             .445

 * Matrix Product   level  4

  Group A  --------------------------------------------------- 

 01   운 실 환기(C2-1)             .0823     .0823

 02   운 실 청결정도(C2-2)         .0661     .1484

 03   작스러운 육체  고통(A3-4)  .0627     .2111

 04   운 실 주변소음(C1-1)         .055     .2661

 05   운 업무의 험도(B3-2)       .0441     .3102

 06   운 업무 부담의 정도(B3-1)    .0441     .3543

 07   피로/스트 스(A3-2)           .0409     .3952

 08   운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B2-1).0391     .4342

 09   심리  불안의 정도(A3-3)      .0328     .4671

 10   운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B3-3).0319     .499

  Group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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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운 실 진동(C1-2)             .0319     .5309

 12   운 실 공간배치의 합성(C1-6).0296     .5605

 13   작업동기(A3-1)                .0267     .5872

 14   감각조건(A1-3)                .0264     .6136

 15   경보장치(B1-3)                .0261     .6396

 16   기억(장기/단기기억)요구 정도(B3-4).0256     .6652

 17   신체조건(A1-2)                .0254     .6906

 18   조종장치(B1-1)                .0246     .7152

 19   운 실 온도(C1-4)             .0246     .7398

 20   운 실 습도(C1-5)             .0239     .7637

 21   정보표시장치(B1-2)            .0234     .7871

 22   운동능력(A1-4)                .0221     .8092

 23   운 실 조명(C1-3)             .0199     .829

 24   음성통신장치(B1-4)            .0198     .8488

  Group C  ---------------------------------------------------

 25   신체  운 업무 수행방법의 합성(B2-3).0197     .8685

 26   운 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의 정도(B2-4).0197     .8882

 27   안 에 한 인식(A2-2)        .016     .9042

 28   수면정도(A2-6)                .0157     .9199

 29   의사교환형태의 합성(B2-2)   .0154     .9353

 30   운 업무 경력(A2-4)           .0145     .9499

 31   연령조건(A1-1)                .0144     .9643

 32   교육훈련 상태(A2-3)           .0144     .9787

 33   성격의 합성(A2-1)           .0116     .9903

 34   약물복용 정도(A2-5)           .0097     1.

Result    --------------    Multiple Evaluator

File Name :  CR.prj

* Normalized Weights   인 오류  ----  level  2

   Eigen Value :   3.003         C.I. :   .0016

       제업무 종사자 특성요인(A)                       .304

       제업무 특성요인(B)                              .451

       제실 환경요인(C)                                .246

 * Matrix Product   level  2

       제업무 종사자 특성요인(A)                       .304

       제업무 특성요인(B)                              .451

       제실 환경요인(C)                                .246

* Normalized Weights   제업무 종사자 특성요인(A)  ----  level  3

   Eigen Value :   3.023         C.I. :   .0113

표 2.1-5 제업무종사자 ESFs의 요도 가 치( 요도 평가모형 s/w의 출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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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요인(A1)                                   .264

       정신  요인(A2)                                   .307

       심리  요인(A3)                                   .429

* Normalized Weights   제업무 특성요인(B)  ----  level  3

   Eigen Value :   3.045         C.I. :   .0224

       장비 특성요인(B1)                                 .296

       제업무의 신체  특성요인(B2)                    .211

       제업무의 정신  특성요인(B3)                    .492

* Normalized Weights   제실 환경요인(C)  ----  level  3

   Eigen Value :   3.004         C.I. :   .0019

       제실의 물리  환경요인(C1)                      .333

       제실의 화학  환경요인(C2)                      .354

       제실 상해 비 환경요인(C3)                      .313

 * Matrix Product   level  3

       신체  요인(A1)                                   .08

       정신  요인(A2)                                   .093

       심리  요인(A3)                                   .13

       장비 특성요인(B1)                                 .133

       제업무의 신체  특성요인(B2)                    .095

       제업무의 정신  특성요인(B3)                    .222

       제실의 물리  환경요인(C1)                      .082

       제실의 화학  환경요인(C2)                      .087

       제실 상해 비 환경요인(C3)                      .077

* Normalized Weights   신체  요인(A1)  ----  level  4 

   Eigen Value :   4.013         C.I. :   .0042

       연령조건(A1-1)                                    .25

       신체조건(A1-2)                                    .249

       감각조건(A1-3)                                    .239

       운동능력(A1-4)                                    .262

* Normalized Weights   정신  요인(A2)  ----  level  4

   Eigen Value :   6.034         C.I. :   .0068

       성격의 합성(A2-1)                               .162

       안 에 한 인식(A2-2)                            .172

       교육훈련 상태(A2-3)                               .182

       제업무경력(A2-4)                                .159

       약물복용 정도(A2-5)                               .155

       수면정도(A2-6)                                    .171

* Normalized Weights   심리  요인(A3)  ----  level  4

   Eigen Value :   4.008         C.I.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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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동기(A3-1)                                    .222

       피로/스트 스(A3-2)                               .298

       심리  불안의 정도(A3-3)                          .259

       작스러운 육체  고통(A3-4)                      .221

* Normalized Weights   장비 특성요인(B1)  ----  level  4

   Eigen Value :   4.065         C.I. :   .0216

       제 콘솔(B1-1)                                   .26

       형정보표시장치(B1-2)                            .252

       경보장치(B1-3)                                    .292

       음성통신장치(B1-4)                                .195

* Normalized Weights   제업무의 신체  특성요인(B2)  ----  level  4

   Eigen Value :   4.093         C.I. :   .0311

       제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B2-1)                  .429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B2-2)                      .249

       신체  제업무수행 방법의 합성(B2-3)           .205

       제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의 정도(B2-4)           .117

* Normalized Weights   제업무의 정신  특성요인(B3)  ----  level  4

   Eigen Value :   4.026         C.I. :   .0086

       제업무 부담의 정도(B3-1)                        .496

       제업무의 험도(B3-2)                           .192

       제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B3-3)          .156

       기억(장기/단기기억)요구 정도(B3-4)                .156

* Normalized Weights   제실의 물리  환경요인(C1)  ----  level  4

   Eigen Value :   6.085         C.I. :   .0169

       제실 주변소음(C1-1)                             .173

       제실 진동(C1-2)                                 .133

       제실 조명(C1-3)                                 .23

       제실 온도(C1-4)                                 .18

       제실 습도(C1-5)                                 .136

       제실 공간배치의 합성(C1-6)                    .148

* Normalized Weights   제실의 화학  환경요인(C2)  ----  level  4

   Eigen Value :   2.

       제실 환기(C2-1)                                 .567

       제실 청결정도(C2-2)                             .433

* Normalized Weights   제실 상해 비 환경요인(C3)  ----  level  4

   Eigen Value :   2.

       제실의 상해 방 차 유무(C3-1)                  .5

       제업무종사자의 보호  안 장비 유무(C3-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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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Product   level  4

  Group A  ---------------------------------------------------

 01   제업무 부담의 정도(B3-1)    .1101     .1101

 02   제실 환기(C2-1)             .0493     .1594

 03   제업무의 험도(B3-2)       .0425     .2019

 04   제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B2-1).0409     .2428

 05   경보장치(B1-3)                .039     .2818

 06   피로/스트 스(A3-2)           .0388     .3206

 07   제실의 상해 방 차 유무(C3-1).0385     .3591

 08   제업무종사자의 보호  안 장비 유무(C3-2).0385     .3976

 09   제실 청결정도(C2-2)         .0377     .4353

 10   제 콘솔(B1-1)               .0347     .47

  Group B  ---------------------------------------------------

 11   제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B3-3).0346     .5046

 12   기억(장기/단기기억)요구 정도(B3-4).0346     .5392

 13   심리  불안의 정도(A3-3)      .0338     .573

 14   형정보표시장치(B1-2)        .0337     .6066

 15   작업동기(A3-1)                .0288     .6355

 16   작스러운 육체  고통(A3-4)  .0288     .6643

 17   음성통신장치(B1-4)            .0261     .6903

 18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B2-2)  .0237     .714

 19   운동능력(A1-4)                .021     .735

 20   연령조건(A1-1)                .0201     .7551

 21   신체조건(A1-2)                .02     .7751

 22   신체  제업무수행 방법의 합성(B2-3).0195     .7946

 23   감각조건(A1-3)                .0192     .8138

 24   제실 조명(C1-3)             .0188     .8326

 25   교육훈련 상태(A2-3)           .0169     .8496

  Group C  ---------------------------------------------------

 26   안 에 한 인식(A2-2)        .016     .8656

 27   수면정도(A2-6)                .0159     .8815

 28   성격의 합성(A2-1)           .0151     .8966

 29   제업무경력(A2-4)            .0148     .9115

 30   제실 온도(C1-4)             .0147     .9262

 31   약물복용 정도(A2-5)           .0144     .9406

 32   제실 주변소음(C1-1)         .0142     .9548

 33   제실 공간배치의 합성(C1-6).0121     .9669

 34   제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의 정도(B2-4).0111     .978

 35   제실 습도(C1-5)             .0111     .9891

 36   제실 진동(C1-2)             .01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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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ESFs의 계층구조  물리  직무특성요인들의 

비교행렬(운 업무종사자)

그림 2.1-6 토분석을 한 ABC 집단의 가 치의 합 결정(운 업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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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요인의 가 치에 한 막 그래   ABC 분류(운 업무종사자)

그림 2.1-8 ESFs의 요도 가 치에 한 막 그래 (운 업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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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ESFs의 요도 가 치에 한 이그래 (운 업무종사자)

(다) ESFs의 요도에 한 토분석

AHP의 용결과로부터 사고에 개입된 인 오류의 원인들에 한 ESFs의 상

 요도를 구하 으면, 더 상세한 분석을 요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이 작업은 토분석을 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즉, 토분석의 

용결과로부터 요도가 높은 집단에 속한 요인들을 더 상세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

다. 토분석은 ESFs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집단 A에는 요도가 높은 작

은 개수의 ESFs를 포함하도록 하 고, 집단 C에는 요도가 낮은 다수의 ESFs를 

포함하도록 하 다.

이 결과는 사고의 사 분석(prospective analysis)  사후분석(retrospective 

analysis) 모두에 용할 수 있다. 즉, 사고의 사후분석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배경

을 찾는 문제에 집단 A로 분류된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연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고의 사 분석 문제에 해서도 집단 A

로 분류된 요인들에 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일 

수 있을 것이다. AHP의 분석결과에 토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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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류 향요인

운 업무

종사자

1. 운 실 환기(C2-1)

2. 운 실 청결정도(C2-2)

3. 작스러운 육체  고통(A3-4)

4. 운 실 주변소음(C1-1)

5. 운 업무의 험도(B3-2)

6. 운 업무 부담의 정도(B3-1)

7. 피로/스트 스(A3-2)

8. 운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B2-1)

9. 심리  불안의 정도(A3-3)

10. 운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

도(B3-3)

제업무

종사자

1. 제업무 부담의 정도(B3-1)

2. 제실 환기(C2-1)

3. 제업무의 험도(B3-2)

4. 제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B2-1)

5. 경보장치(B1-3)

6. 피로/스트 스(A3-2)

7. 제실의 상해 방 차 유무(C3-1)

8. 제업무종사자의 보호  안 장비 

유무(C3-2)

9. 제실 청결정도(C2-2)

10. 제 콘솔(B1-1)

2.1-7과 같다.

표 2.1-6 분석결과의 ABC 분류(운 업무종사자)

분류 ESFs 인자의 수  백분율 가 치의 백분율

A 1-10 번째 요인 10 (29%) 50%

B 11-24 14 (41%) 35%

C 25-34 10 (30%) 15%

표 2.1-7 분석결과의 ABC 분류( 제업무종사자)

분류 ESFs 인자의 수  백분율 가 치의 백분율

A 1-10 번째 요인 10 (28%) 50%

B 11-25 15 (42%) 35%

C 26-36 11 (30%) 15%

AHP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요인별 우선순 를 분석하 다. 토 분석

(A:50%, B:35%, C:15%)을 수행한 결과 합이 50%(A그룹)을 기 으로 분석하

여 표 2.1-8과 같은 요인별 우선순 를 구하 다.

표 2.1-8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의 주요 인 오류 향요인

단순히 인 오류형성인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동등하게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면,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이 재 운  인 법 규정(자격 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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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형성인자
책

분류 분류 소분류

안 업무
종사자특
성요인

신체  요인

연령조건
자격

신체조건

감각조건

자격/업무 성

운동능력

정신  요인

성격의 합성

안 에 한 인식

교육훈련 상태

경력

약물복용 정도
자격/업무 성, 투입  

합성검사

수면정도 자격/업무 성

심리  요인

작업동기 직무보상 등

피로/스트 스 작업시간설계, 직 처방

심리  불안의 정도 자격/업무 성

안 업무 
특성요인

장비 
특성요인

조종장치(작업도구)
HSI(Human System 

Interface) 설계

정보표시장치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업무의 
신체  
특성요인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 작업시간 설계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작업설계신체  운 업무 수행방법의 합성

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의 정도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

업무 부담의 정도
작업설계, 작업 차서 

설계, 교 조 설계

업무의 험도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

기억요구 정도

작업장 
환경요인

물리  
환경요인

주변소음

작업장환경 설계

진동

조명

온도

습도

공간배치의 합성

화학  
환경요인

환기

청결정도

야  업무 성평가 분야)으로는 규제되지 않고 있다. 즉,  법체계는 안 업무종

사자 자체에만 을 맞추어 규제하고 있고, 그 외 인 오류 유발요인인 안 업무

특성요인이나 작업장 환경요인과 같은 요인에 해서는 규제 법규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이에 한 새로운 법규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표 2.1-9 인 오류 향인자와 제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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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 기술기  분석

(1)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 오류 련 고시  기술수  분석

(가) 신체  요인

국내  해외철도의 경우 신체  요인과 련하여 소분류 항목인 연령요인, 신체

요인, 감각요인, 운동능력에 한 기 을 가지고 있다. 철도안 법 제12조(신체검

사)의 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 에 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하기 하여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2조(신체검사 방법, 차, 합격기  등), 제40조(운 업무

종사자 등에 한 신체검사의 실시 등)에 의하여 철도 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

종사자 신체검사에 한 지침이 고시되어 신체검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검사항목으

로는 일반결함, 비⋅구강⋅인후계통, 치아계통, 피부질환, 흉부질환, 순환기계통, 소

화기계통, 생식 는 비뇨기계통, 내분비 계통, 액 는 조 계통, 신경계통, 사

지, 귀, , 정신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 철도의 경우 신체  요인과 련된 기 으로 의료  평가 방법  합성 

요건, 질병 이후의 평가에 한 규정이 있으며, 일반 인 의료  조건으로는 운

업무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갑작스런 의식의 상실, 경계 는 집 력 결함, 갑

작스런 무능력, 균형  근육운동의 조화의 결함, 이동성의 제한 등의 결함 기 이 

있다.

캐나다의 신체  련 규정으로 의료  평가의 주기, 의료  합성 평가, 의료  

요건으로 인한 제한 사항에 한 기 이 있으며 의료  조건으로 운 업무종사자

의 신체  합성 평가 시, 갑작스런 신체  결함, 인식기능의 결함, 의식의 결함, 

근골격계 기능의 결함, 철도안 에 을  것 같은 결함을 고려하고 있다.

(나) 정신  요인

정신  요인의 소분류항목  국내외 철도와 비교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수

면 련 부분이다. 일반 으로 수면 부족은 작업수행도의 편차를 나타내며, 작업우

선순 에 한 무시, 집 도의 하를 가져온다. 수면 부족시간이 길수록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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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향이 빨리 나타나고 작업이 길수록 그 향이 커진다. 재 국내 철도의 신체

검사 항목에서는 수면 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법  기 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의료  기 으로 수면질환에 한 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 심리  요인

국내 철도는 심리  요인의 소분류 항목인 피로/스트 스 항목과 련해서는 철

도차량운 규칙 제6조 3항에서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련 조

항만 언 하고 있을 뿐 피로와 련된 구체 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호주의 안

법 규정에서는 철도운 자는 운 업무종사자의 피로 리 요건과 일치하여 로그

램을 비  이행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캐나다 철도안 법은 Section 20(1)을 근거로 WORK/REST RULES FOR 

RAILWAY OPERATING EMPLOYEES 에서 피로 련 최소 요건과 피로 리계획

을 설명하고 있다.

국의 피로 련 가이드라인에서는 리자가 운 업무종사자의 피로에서 발생하

는 험을 리하기 하여 효과 인 배치를 수립하는 9단계 차를 가지고 있다.

(라) 장비특성 요인

장비특성요인과 련된 규정으로 국내 철도는 철도안 법 제26조(철도차량의 안

기 )에 철도차량은 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 기 에 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고 안 기 에 합하도록 철도차량을 

검․보수하는 등 유지 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철도차

량안 기 에 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 제42조(운 실)와 제43조(운 실에 

갖추어야 할 장치)에는 운 실에서 요구되는 기 이나 장치에 한 규정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재 이들 조항에는 인간공학측면이 고려되어 명분화된 조항이 기

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이 해외 철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와 련하여 호주, 국, 미국의 경우 운 실에서 사용하는 장치나 작업장의 설

계 시에 인 요인을 고려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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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의 신체  특성 요인

신체  특성요인과 련하여 국내철도에서 업무시간  휴식시간과 련된 규정

으로는 철도차량운 규칙 제6조 3항의 과로 련 조항이 있을 뿐이며, 의사교환 형

태의 합성 련된 법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업무시간  휴식은 심리  요인

의 피로, 스트 스 부분과도 한 연 계가 있으며, 호주의 지침서에서는 철도

운 자는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근무시간, 근무패턴을 확인해야 하고, 근무  휴

식기간에 한 시간을 리하기 한 범 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련하여, 국의 의사교환 련 규정은 직원들 간의 안

하고 효율 으로 의사 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하여 의사교환 합성모델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바) 업무의 정신  특성 요인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 련해서 국내 철도는 성검사의 반응형 검사에서 주의

력 검사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요구 항목에 해서는 기억 련 검사가 

규정에는 없지만 성검사의 문답형 검사와 반응형검사가 반 으로 기억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련된 국의 규정은 철도 종사자의 선발시 

반복 이고 지루한 단순 직무를 수행할 때 경계심  집 력 유지, 비상시에만 사

용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안 련 정보의 유지  회상, 시간의 압박 하에서 차, 

규정, 지침의 수, 비상상황 는 스트 스 상황에서의 반응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 물리  환경 요인

국내 철도에서는 물리  환경요인과 련하여 운 실의 소음에 해서는 철도차

량 안 기 에 한 규칙 제42조(운 실)에서 운 실은 열차운행  기계실의 소음

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열차운행 시 운 실의 실내소음은 등가소

음(Equivalent Sound) 기 으로 측정한 경우 85데시벨을 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

고 있으며 조명, 온도, 습도에 해서도 운 업무종사자를 한 한 조명설비 

 냉․난방장치가 설치 규정하고 있다. 공간배치의 합성에 해서는 운 하는 

경우 사용되는 모든 장치는 운 업무종사자의 시야 범  안에 있어야 하며, 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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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사자가 혼동하거나 어려움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의 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간 배치의 합성 련해서 정착물, 부속품, 

내부시설, 비품, 장치류, 제어기, 지시기, 계측기 등을 포함하는 기 실의 내부 치수

는 운 업무종사자의 신체  치수 범 에 합해야 하며 인간공학 배치의 에

서 운 업무종사자에게 안 하고 효율 인 직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아) 화학  환경 요인

운 실의 화학 요인은 작업장의 환기와 연 이 되어있다. 국내 철도의 경우 환

기와 한 기 으로 철도차량 안 기 에 한 규칙 제 42조(운 실)에서 운 실

의 양 측면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만 있을 뿐, 그 이외

의 기 은 언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국에서는 규정에서는 운 업무종사자가 포함된 열차승무원이 거주하

는 지역의 환기에 한 기 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환기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2) 원자력 산업의 인 오류 련 고시  기술수  분석

원자력 산업과 철도 산업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는, 운 업무 특성요인  

작업장 환경요인과 련되어 원자력법에서는 인간공학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인

간공학이 언 된 법령을 살펴보면 원자력법 제11조(건설허가)에서는 발 용 원자로 

 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기 하여 허가신청서에 비안

성분석보고서  건설에 한 품질보증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이때 제출되는 비안 성분석보고서에는 인간공학에 한 사항으로 인간공학

설계의 용방법과 분석체계, 주제어실, 원격제어실이 언 되어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은 표 설계기술서에 인간공학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에서는 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기계의 연

계와 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인  요소가 체계 으로 반 되어야 한다. 그

리고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운 시 인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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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 원의 단을 용이하게 하고 잘못된 단을 방

지할 것,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 운 원에

게 의사결정  조치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

의 다른 조항에서는 발 용원자로운 자는 발 소를 운 함에 있어 인 오류를 낮

출 수 있도록 인 요소에 의한 사고  사고근  사례를 설비  차서에 반 하

고, 직무 수행능력의 하를 방지하도록 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연구 결과

가. 인 오류형성인자(ESF: Error Shaping Factors)와 제도화 요건

본 연구에서는 철도 작업의 수행에 있어 작업자 오류의 발생가능성에 향을 주

는 오류 향요인의 요도를 평가하기 한 방법을 개발하 다. 오류 향요인은 작

업자 오류의 주요한 결정자이기 때문에 이 에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표 인 연

구자는 Embrey이다) 오류확률의 추정에 이들 요인들을 이용하 다. 이 의 여러 

연구자들은 모두 오류 향요인들의 정량 인 평가치에만 심을 두었고, 이를 이용

하여 인 오류확률을 추정하곤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계층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작업의 수행에 요한 향을 주는 

ESFs를 규명하거나, 사건사례의 분석에서 사건에 개입된 인 오류의 발생배경을 

분석하기 해 ESFs의 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분석계층기

법은 본래 다기 의사결정기법으로 여러 기 하에서의 안(alternative)의 선택문

제에 용되었던 방법이다. 하지만, 이 기법은 이후에 여러 가지 용분야로 확장

되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 요인들의 상  가 치를 구하는 문제에도 용

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분석계층기법을 용함으로써 구한 각 요인들의 상  가 치는 오류분석에서 

여러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는 오류분석을 해 요한 요인들을 규명하는 

문제에 용할 수 있다. 높은 가 치를 갖는 요인은 그만큼 분석 작업에 요한 요

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정량 인 오류확률의 추정문제에 용할 수 있다. 

를 들어, SLIM (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 기법에서는 요인들의 가 치

를 문가의  평가에 의존하여 구하 는데, 분석계층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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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 인 에서 각 요인들의 요도를 구할 수 있다. 셋째는 작업설계의 문

제에 용할 수 있다. 즉, 작업장을 설계하는데 높은 가 치를 갖는 요인들부터 최

화함으로써 보다 체계 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인 오류의 

정성 인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오류분석에서 높은 가 치를 갖는 요인부터 먼  

고려함으로써 쉽게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작업상황에서 각 요인들의 품질 수와 결함으로써 

그 작업상황의 통합된 품질 수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작업장의 설계  

작업설계 등에서 오류 향요인의 품질에 한 사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작업상황에서 작업자 오류의 발생가능성의 정도를 사 에 측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본다면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보다는 작업환경요인  

안 업무특성요인이 상당히 요한 향요인임을 알 수 있고, 이 분야에 한 법체

계 개발  규제가 인 오류로 인한 사고를 이는데 매우 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상 수 의 제도화 요건(안)은 다음과 같다.

(1) 인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안 업무특성요인  작업

환경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2) 안 업무특성요인  작업장환경요인의 인간공학  결함을 설계단계에서 

사 에 밝 내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3) 행 용 인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에 한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보완 필요성에 해서는 차년도 연구시 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4) 행 용 인 업무 성 평가 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합한지에 한 평

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 인 오류 분석  평가 리 련 고시, 기술기  분석

지 까지 수집된 자료를 인 오류 향인자 분류체계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2.1-10과 같이 조사되었다. 인 오류형성인자의 많은 항목들이 행 철도안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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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국내
철도

해외
철도

원자력
산업

비고

운 업무 
종사자 
특성요인

신체  
요인

연령요인 O O O

o 업무 성 과제에서 평가가 수

행될 정

신체요인 O O

O감각조건 O O

운동능력 O O

정신  
요인

성격의 합성 O O X

o 수면 련 규정이 없음

안 에 한 인식 O O O

교육 훈련 상태 O O O

경력 O O O

약물 복용 정도 O O O

수면정도 X O X

심리  
요인 피로/ 스트 스 △ O ◎

서 기 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해서는 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단되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인 오류 향인자 분석표를 살펴보면, 국내 

철도에서는 수면,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청결에 해당하는 항목에 하여  제

도  범 (철도안 법/시행령/시행규칙) 안에서는 법  기 이 없는 것으로 악되

고 있다. 그리고 피로/스트 스, 업무시간/휴식시간 련된 유사 규정으로, 철도차

량운 규칙 제6조 3항에서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히 수행하기 어렵

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존재

하고 있다. 심리  불안이나 기억요구 항목에 해서는 행 신체검사 는 성검

사의 문답형 검사와 반응형 검사가 반 으로 해당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장비의 특성요인, 물리  환경요인과 련하여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제42조(운 실)와 제43조(운 실에 갖추어야 할 장치)에는 운 실에서 요구되

는 기 이나 장치에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 이들 조항에는 인간

공학측면이 고려되어 명분화된 조항이 기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이 

해외 철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와 련하여 원자력 산업에서도 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해

서는 인간공학설계의 용방법과 분석체계를 주제어실, 원격정지실 등 발 소 범

에 걸쳐 범 하게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10 인 오류 향인자(ESF) 분석표

보기 : (O)기  체계존재, (◎)인간공학에 포  용, (△)기  체계가 존재하지만 미흡, 

(X)기  체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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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국내
철도

해외
철도

원자력
산업

비고

심리  불안의 정도 △ O ◎

운 업무
특성요인

장비 
특성
요인

조종장치 △ O O
o 장비에 한 인 요소와 련 

규정이 없음
정보표시장치 △ O O

경보장치 △ O O

업무의 
신체  
특성 
요인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 △ O ◎ o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과 

련된 규정이 없음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X O ◎

업무의 
정신
특성 
요인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

O O ◎

기억 요구 정도 △ O ◎

작업장 
환경요인

물리  
환경 
요인

주변 소음 O O O

o 진동, 온도, 습도, 공간 배치의 

합성에 한 인 요소와 

련된 규정이 없음

진동 △ O O

온도 △ O O

습도 △ O O

공간 배치의 합성 △ O O

화학  
환경 
요인

환기 △ O O o 운 실 청결과  련된 규정 

없음청결 정도 X X O

분석 결과로 살펴본다면, 국내 철도는 운 업무종사자특성요인에 해당하는 부분

에 해서 소분류 차원에서 일부 부족한 항목이 악되고 있지만, 체 으로 보았

을 때 제도  기 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분은 법  조항 측면으로

는 신체검사, 성검사, 자격 련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에, 일부 부족한 항목에 

해서는 기존 제도를 근거로 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 업무특성요인  작

업장환경요인은 해외 철도분야나 원자력 분야와 비교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

분이다. 운 실 장비나 운 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직무분석분야 등 다양한 분야

에 하여 인 요인이 고려되는 법 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 으

로 인간은 불완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인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발생 시킬 가능성은 항성 내포되어 있다. 작업자에게 잘 맞

도록 설계된 작업상황은 그 지 못한 경우보다 오류의 발생확률이 분명히 낮아진

다.

따라서 운 업무특성 요인  작업장 환경요인이 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 인간공학  결함을 설계단계에서 사 에 밝 내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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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기   지침 개발

1. 연구수행 방법  차

국내 철도산업은 그 동안 지속 인 투자와 노력으로 사고나 운행장애가 지속 으

로 감소하여 왔으나, 10여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형 사고로 인해 막 한 인 ･물

 피해는 물론 철도산업의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래했다. 이와 같은 형 철도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 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가장 요한 사고 요인  하나

가 인 요인으로 밝 졌으며, 체 사고의 30∼60% 정도가 인 오류(human error)

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이 아

니라 철도 선진국인 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의 경우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철도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체 사고의 60∼70%가 인 오류에 

의한 것이며, 이  50% 정도가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1].

이와 같은 통계는 지속 인 설계 개선과 교육 등과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 사고에서 인 오류가 차지하는 비 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인 요인의 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인 오류를 체계 으로 리하지 않으면, 시스

템 안 리의 기본 원칙인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

철도 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인 오류, 즉 작업자의 취 부주의를 

여야 한다. 취 부주의를 이기 해서는 어떤 유형의 취 부주의가 어떤 원인

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한 분석이 우선 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

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응하기 한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 오류 리는 보다 의의 인 요인 리의 한 측면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보다 넓은 범 의 체계 인 인 요인 리를 통하여 인 오류의 효과 인 리

가 이루어 질수 있다. 체계 인 인 요인 리는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o 인 요인 리의 목표 설정 

  o 인 요인 리의 개념과 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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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회고 (retrospective)  견 (prospective) 인 오류 분석

  o 인 요인 리 분야  방법 결정

  o 분야별로 정의된 인 요인 리 방법 시행

  o 안  수  평가  피드백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 오류 보고  분석 체계를 살펴보고, 철도 

이외의 원자력이나 항공산업의 인 오류 분석 체계를 비교･분석하 다. 한 취

부주의를 이기 해서 어떤 수 의 오류 조사  분석 시스템이 국내 철도산업

에 필요한지 검토하 다.

사고원인  철도사고에서는 인 요인으로, 운행장애에서는 취 ( 리)부주의로 

명되면 인 오류분석체계에서 평가하고 인 오류 유형  원인을 분석하여 응

방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철도 장에 반 한다. 이러한 인 오류 리 체제는 인

오류 리 기술기 과 시행지침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인 오류 리 체제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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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가. 인 오류 분석  리

인 오류(human error)는 인 요인(human factors)의 다양한 연구 주제  하나

이다. 인 요인을 정의하는 여러 이 있지만, ‘인간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의 

신체 , 심리  능력과 특성에 맞추어 안 ･효율성･편리함을 극 화하려는 노력과 

시도’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인 오류는 이 에서 안 을 극 화하는 분

야로서, 특히 철도․항공․우주․군사  원자력처럼 안 이 가장 요한 기 이 

되는 시스템에서 요한 평가  리 상이 되어 왔다. 본 항목에서는 인 오류

의 분석  리의 기본 인 개념을 정리하 다.

(1) 인 오류 분석

시스템의 안 성을 높이기 해서는 인 오류를 체계 으로 리해야 한다. 인

오류 리란 오류분석을 통해 오류의 근본 원인을 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시스템

과 방법을 통해 오류를 방지하고 감시키는 업무이다. 이를 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직무 상황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는지

를 악하는 오류분석이다. 오류분석에는 회고  오류분석(retrospective error 

analysis)과 견  오류분석(predictive error analysis)이 있다(그림 2.2-1 참조). 

회고  오류분석이란 이미 발생했던 사고나 사건을 분석하여 거기에 개입된 인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견  오류분석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나 상황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유형과 그 가능성을 측하는 분석이다.

회고  오류분석은 사고나 운행장애를 보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재의 사고보고  조사 체계에 인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다양한 기술근거

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 직 인 사고나 운행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부

한 조치나 행 를 자발 으로 보고하고 분석하는 아차사례(near miss)나 사고

(near accident) 분석 제도를 통해서 오류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발생 메커니

즘을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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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롭게 개발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일상 운  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의 인 오류는 회고  인 오류 분석을 통해서는 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 오류를 측하는 

견  분석을 통하여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상황을 사 에 악하고 리

할 수 있다.

견  오류분석

(오류 측)

∙ 인 요인 설계 

 검증 표

∙ 필수 직무  

향인자 악 

∙ 설계/ 리 audit

∙ 오류 측  

HRA

∙ 사고보고  

분석 시스템

∙ Root cause 분석

∙ 사건 DB 

∙ Near miss 분석 

  시스템 

회고  오류분석

(경험 학습)
인 오류 

리

∙ 인 행  이론/모형

∙ 오류발생 메커니즘

∙ 오류유형  PSFs

∙ 분석 기술  tool

그림 2.2-1 인 오류 리 개념

(2) 인 오류 리

오류분석을 통해 악된 오류의 원인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오류 리 기술은 매우 

범 하고도 다양하다. 교육  훈련, 시스템 설계 개선, 차서 개발, 훈련  지

원시스템 개발 등과 같이 직 이고 기술 인 오류 리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편

으로 인력선발  자격 리, 근무조  운 시간 리와 더 나아가 안 문화의 확

산과 같이 보다 간 이고 종합 인 리 방법이 있다. 이제까지는 구호나 캠페

인, 그리고 가장 리 활용되는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인 오

류를 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수 의 안 을 확보하기 해서는 인 오

류의 유발 원인과 그 인과 계를 보다 과학 이고 체계 으로 악해서, 오류를 유

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한 오류 응 방안을 도출하여 용함으로써 실질

이고 효과 인 오류 리가 가능해 진다.

나. 인 오류 형성인자 개요

수행도형성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 이하 PSFs)는 작업자의 작업수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 오류의 주요한 결정자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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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그림 2.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PSFs는 인간의 오기능에 한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 오류분석의 가장 기본  연구는 

분석하고자 하는 인 오류에 가장 하고 향을 주는 PSFs를 규명하는 것이다.

인 오류에 
향을 주는 
요인들
(PSFs)

→

인간 오기능의 
체계(mechanism)

→

인 오류

내  
인간 
오기능

→

외  
오기능 

형태(시스템
에 한 
옳지 않은 
인간의 
입력)

옳지 않은 
재(인지) 활동 

 차

그림 2.2-2 인간 오기능의 인지모형

일반 으로, 작업수행도는 인간-기계 체계에서 작업자의 임무수행 정도의 정량

인 척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작업수행도의 척도로는 작업수행속도(speed), 

정확도(accuracy) 는 인 오류(human error), 작업만족도(job satisfac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일반 인 작업수행도의 에서 작업자의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칭한 것이 수행도형성인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업수행도를 측정

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수행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

라 PSFs의 종류나 향은 달라질 수 있다.

주요한 은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작업자

오류, 즉 인 오류에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인 작업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 오류라는 특정화된 작업수행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PSF 신 오류 향요인(Error 

Shaping Factor; 이하 ESF)라는 특정화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즉, ESF는 인

오류의 에서 정의된 PSF의 특정화된 용어라는 것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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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오류분석 과정

일반 인 인 오류의 분석체계는 그림 2.2-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

는 작업 는 사건으로부터 인 오류의 형태를 규명하고, 각 인 오류의 형태를 유

발한 오류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오류발생원인의 

배경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ESFs( 는, PSFs)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그 후에 

오류의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한 ESFs를 찾아서 인간공학  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ESFs에 한 분류체계가 필요하고 그들

의 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PSFs에 한 몇 가지 분류체계가 제시되어 왔다. 그 에서 가장 범

하게 조사되고 많은 분석자들에 의해 인용된 분류체계는 Swain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에 제시된 PSFs의 형태는 보통 실제 인 오류분석에 있어 쉽

게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용어  그 정의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한

다.

다. 인 오류 리 법규  기

(1) 국내외 철도 산업

기존의 수행도 형성인자(PSF: Performance Shaping Factor) 분류체계에 근거하

여 철도에 용할 인 오류형성인자(ESF: Error Shaping Factor) 분류체계를 개발

하 고 이 분류기 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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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

    - 신체 요인(연령요인, 신체요인, 감각조건, 운동능력)

    - 정신 요인(성격의 합성, 안 에 한 의식, 교육훈련 상태, 경력, 약물복

용정도, 수면정도)

    - 심리 요인(작업동기, 피로/스트 스, 심리  불안의 정도)

  o 안 업무 특성요인

    - 장비특성요인(조종장치, 정보표시장치,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 업무의 신체  특성요인(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신체  운 업무 수행방법의 합성, 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 정도, 기억

요구 정도)

    -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업무의 부담정도, 업무의 험도,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 기억 요구정도)

  o 작업장 환경요인

    - 물리  환경요인(주변소음, 진동, 온도, 습도, 공간 배치의 합성)

    - 화학  환경요인(환기, 청결정도)

ESF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국내외 철도의 인 오류 련 고시․기술기 을 분석한 

결과 해외 철도는 안 업무 종사자 특성요인․안 업무 특성요인․작업장 환경요

인에 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련 법규 기 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국내 철도는 법규기 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안 업무 특성요인  작업

장 환경요인 보다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에 하여 해당 법규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분석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재 국내 철도 련 기 이 근무환경이나 

인간기계연계와 같은 운 업무종사자의 지원 시스템의 제도  보완 측면보다는 운

업무종사자의 개인  특성요인에 집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 2.2-1에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 오류 리 법규  기 을 비교하여 정리하

다.

(2) 타 산업

철도 이외의 타 산업으로서 안 을 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자력과 항공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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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인 요인에 련한 규정을 검토하 다.

인 요인에 련한 규정은 원자력과 항공산업 모두 면허와 교육훈련에 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원자력 산업에서는 시스템의 설계  운 에서 인 요

인을 리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항공산업에서는 사고보고 등과 같이 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건들을 리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 면허에 한 규정은 법 제91조 면허 등, 제92조 결격사유, 제93

조 면허의 취소, 제94조 면허시험, 제95조 면허증이 있고  제282조에서 제291조

까지 면허의 효력,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시행, 합격기  등 각 법에 한 세부

시행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102조와 103조에도 면허증과 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법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95조, 제296조, 제295조의2에

서 방사선작업종사 등의 교육․훈련, 보수교육, 원자력통제교육 상자 등을 규정하

고 있다. 한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의 2에서 교육  훈련의 실시, 

교육․훈련 시간 등, 원자력통제교육에 해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 에 한 규칙’ 제55조 자격  훈련에서 발 용원자로운 자가 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발 소업무에 종사하도록 취해야 할 조치 등에 해 규정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는 자격증명에 하여 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 2에서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면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 등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제51조, 제51조의 2에서 조종사의 운항자격과 모의비행장치를 이용

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33조, 제48조에서는 신체검

사에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 시행규칙 제76조, 제81조, 제82조, 제88조, 

제90조, 제94조에서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방법, 어구사능력시험의 평가방법, 

자격증명을 가진 자등의 시험의 면제,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법 제29조의 3, 제34조의 문교육기  지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

육증명 등, 시행규칙 제93조, 제94조에서 문교육기 의 지정 등,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  등을, 항공안   보안에 한 법률 제28조 교육훈련 등과 그 시행규칙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 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원자력과 항공산업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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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훈련 이외에 인 요인 리와 련하여 명시 으로 규정한 부분은 없다. 원

자력과 항공 분야 모두 해당 종사자에 한 면허 는 자격증명, 교육  훈련 등

에 한 규정과 그 것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포 인 인 요인 리의 한 세부 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인

오류 리에 한 명시 인 규정은 없다.

면허와 교육훈련 이외에 인 요인 련 규정을 살펴보면, 원자력 산업에서는 ‘원

자로 등 기술기 에 한 규칙’의 제45조에서 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기계의 

연계와 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인 요인이 체계 으로 반 되어야 함을 말하

고 있고, 제57조에서는 발 용원자로운 자가 발 소를 운 함에 있어 인 오류를 

낮출 수 있도록 인 요인에 의한 사고  사고근  사례를 설비  차서에 반

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하를 방지하도록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

산업에서는 항공법 제50조의 2의 ‘ 사고보고 등’에서 제50조 제5항(기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 외에 

항공기의 안 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태를 발생시킨 자는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 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제

3항과 제4항에서 보고자의 신분 비공개와 사고보고를 한 경우 면책 등을 규정함

으로써 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방  리를 효율화하기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결론 으로 인 요인에 련한 규정은 원자력과 항공산업 모두 면허와 교육훈련

에 한 사항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 으로 명시화 되어 있다. 이 외에 항

공산업에서는 사고보고제도가 항공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원자력 산업에서는 

규칙 수 에서 시스템의 설계  운 에서 인 요인을 고려하고 리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원자력이나 항공산업 모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 에서 인 오류 

리에 한 명시 인 언 은 없다.

부록 2.2-2에 원자력과 항공산업의 인 요인에 련된 법 조항을 비교 정리하

다.

라. 인 오류 분석  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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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철도산업

과거 철도청에서 국내 철도산업을 리할 때에는 철도청 안 리 규정(철도청훈

령 제3563호, 1972. 11. 29)과 철도사고보고  수습처리 규정(철도청훈령 제6935호, 

1994. 6. 8)에 따라 사고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었다. 이후 철도산업이 공사화 되

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도안  반을 리하기 하여 철도안 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한 조사  보고 체계도 새롭게 정비되었

다. 이에 따르면, 재 국내 철도사고  운행장애의 조사  보고 체계는 피해의 

경 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피해가 큰 사고는 국토해양부장 의 임을 받은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에서 조사하고, 상 으로 피해가 작은 사고인 경우에는 

철도 운 자나 시설 리자가 자체 조사를 하여 국토해양부장 에게 보고한다. 발생

한 철도사고 는 운행장애에 따라 조사의 주체가 구 인지에 해 표 2.2-1에 정

리하 다.

철도 안  에서 특히 요한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 조사 상 사고가 발

생했을 때에는, 철도운 자  철도시설 리자가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상자 

등 피해상황, 사고 발생 경 , 사고수습  복구계획 등의 사항을 사고발생 후 1시

간 이내에 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국토해양부(철도안 )과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에 즉시 보고(통보) 한다. 장 의 통보를 받은 항공･철도

사고조사 원회에서 즉시 해당 사고와 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원인을 조

사한다. 피해가 크지 않은 사고  운행장애에 해서는 철도 운 자  시설 리

자가 자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 에게 세 차례( 기보고, 간보고  

종결보고)에 걸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조사  보고와는 별도로 철도 운 자  시설 리자는 국토해양부장 에게 

사고통계에 한 정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최근의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한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30호, 2008.5.9.)의 정기보고 서식에서는 인 오류에 련

하여 열차사고에서는 ‘인 요인’으로 언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요인으로 분류된 

항목에서도 인 오류로 인하여 그 결과가 기술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고

원인에서 기술 요인과 인 요인을 서로 구별하 기에 기술 요인에 숨겨져있는 

인 오류를 분석하려고 하는 의도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한, 운행장애의 발생원

인에서는 ‘취 ( 리)부주의’로만 언 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 오류 분석이 진행될 

수가 없으며 마치 취 ( 리)부주의로 결론을 맺으면 인 오류 분석이 완료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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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주체
상 철도사고  운행장애

항공․철도사

고조사 원회

･ 열차의 충돌･탈선 사고

･ 철도차량 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지시킨 사고

･ 철도차량 는 열차의 운행과 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철도차량 는 열차의 운행과 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철도 운 자 

는 

시설 리자

･ 철도안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열차사고(열차에서 해물품이 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건 목 

사고

･ 여객 는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 열차 는 철도차량의 운행과 련하여 2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철도안 사고  재난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국토해양부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한 지침 제3조 2항 1호의 

험사건

･ 국토해양부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한 지침 제3조 2항 2호의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고속열차  동열차는 1시간, 

일반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지연된 사건

･ 사회  물의가 큰 이례 인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장 이 사고 

조사보고를 지시한 사고

럼 구성되어 잇다. 그러나 인 오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2.2-2]. 인 오류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인 오류로 단하 다면 인 오류가 발생하는 근원 인 

원인을 체계 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한편, 2005년 11월 8일에 공포되어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

사에 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철도사고조사 원회와 기존의 항공사고조사 원회

가 통합되어 국토해양부장  직속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가 2006년 7월 

10일 설치되었다. 원회는 통령이 임명한 원장 1인,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이 겸직하는 상임 원 1인, 국토해양부장 이 하는 비상임 원으로는 항공분야 

5인, 철도분야 5인으로 원회는 총 12인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기 , 항공조사

, 철도조사 , 분석 의 26명으로 구성하며 이  철도사고조사  5명이 조사활동

을 수행한다.

표 2.2-1 철도 사고조사의 주체  상 사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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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철도산업

(가) 국 철도산업

1) RAIB

2001년 9월 HSC(Health and Safety Commission)의 ‘Lord Cullen’은 1999년 발생

한 Ladbroke Grove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안 성 향상을 한 독립 인 철도사고 

조사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Rail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RAIB)는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을 바탕으로 2005년 10

월 17일에 설립되었다[2.2-3]. RAIB는 Department for Transport(교통부)의 일부로 

구성되지만 완 히 독립 인 철도사고 조사 기구로서 그 권한과 책임, 업무의 범

, 철도사고에 련된 사람  조직에 한 처리에 해서는 2005년에 제정된 

Railways(Accident Investigation and Reporting) Regulations에 정의되어 있다. 

RAIB의 조사 목 은 철도의 안 성 향상과 철도사고 방에 있기 때문에 조사는 

오직 안 성 향상에 이 맞춰지며 비난 는 책임을 지우거나 법률을 집행 

는 고발하지 않는다.

RAIB가 조사하는 사고는 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탈선 는 충돌을 포함한 모든 철도 사고를 조사하며 조  다른 상황이라

면 사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철도 안 과 한 연 이 있는 다른 사

건에 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o 사망 1인 이상

o 상 5인 이상

o 차량, 시설 는 환경에 범 한 피해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고에 해서는 RAIB에서 조사하지 않고 산업체나 경찰 

는 안 당국에서 조사한다.

o 열차 이동과 련 없는 작업자 사건/사고

o 불법 침입자 는 자살자를 포함한 사건/사고

o 안  련하여 교훈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

Railways(Accident Investigation and Reporting) Regulations 2005의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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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따르면 철도 운 자  철도산업체는 그들의 종사자  자산과 련된 사고 

 사건에 해서 RAIB에 고지 할 의무가 있다. Regulation에는 Schedule 1에서 

5(註 : Schedule 4, 5는 Channel 터 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건만 해당되므로 본 

에서는 Schedule 1, 2, 3만 언 함)까지 철도사고  사건의 형태에 따라 RAIB

에 고지하여야 할 시기와 방법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2.2-2

와 같다.

철도 사고 는 사건이 발생하면 RAIB는 법에 의해 조사하여야 하는지, 그 장

에 요한 증거물이 존재하는지, 경향의 일부 는 안 안이 문제가 되는지의 여

부를 단하여 장에 조사 을 견, 조사를 수행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일반 으

로 사고가 일어나면 조사 목 이 각기 다른 여러 기 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경찰

(스코틀랜드에서는 COFPS), 안 당국의 역할은 RAIB가 존재하더라도 변하지 않

는다. RAIB는 사고와 련된 증거물을 경찰  안 당국과 공유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신원은 비 로 한다.

RAIB는 매 사건마다 보고서를 발행하며 간보고서도 별도로 발행한다. 한 이

러한 모든 보고서는 웹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고서는 서론, 요약, 분석, 결론, 

권고사항,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에서 언 한 권고사항이 해당 철도운

자 는 산업체에서 제 로 이행되는지 안 당국이 독립 으로 확인한다.

2) ORR의 HMRI

Office of Rail Regulation(ORR)은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에 

따라 Office of Rail Regulator를 체하여 2004년 7월 5일 설립되었으며 원회에 

의해 이끌어지는 독립 인 법  기구이다. 2006년 4월 1일, 철도에 한 보건  

안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한 책임이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and 

Executive(HSC/E)에서 ORR로 이 되었다. 이러한 이 은 2004년 7월에 발간된 

‘The Future of Rail’ 백서(白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The Railways Act 

2005에 따라 시작되는 변화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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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1 Schedule 2 Schedule 3

시

기
즉시 근무일 3일 이내 1개월 이내

방

법

화, 이후에 RAIB N1형식의 문서

로 

RAIB N1형식의 문서 는 이

와 동등한 것

RAIB N2 형식의 문

서 는 이와 동등

한 것

해

당

하

는

사

건

는

사

고

(1)이동하는 열차

에 련된 승객, 

공 , 종사자의 

사건 는 사고

로 인한 사망

외 : 자살, 불법

침입, 공격, 자연

 원인, 이동하

는 열차와 련 

없는 사고의 결과

로 인한 사망

미심쩍으면 고지

Schedule 1에 의해 보고하여야 

되지 않는 동물 이외에 괴자

들에 의해 철도에 놓인 물건과

의 충돌

Schedule 1(9)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

로서 철도 건 목에

서 철도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철도건 목 기기의 

고장

(1)이동하는 열차

에 련된 2인 

는 이상의 승

객, 공  는 종

사자의 심각한 

부상

외 : 자살 시도, 

불법침입, 공격 

는 이동하는 열

차와 련 없는 

사고의 결과로 인

한 심각한 부상

미심쩍으면 고지

부상과 련

한 사건이 열

차의 운행과 

련되는 경

우 열차, 역 

는 철도시

설에 한 1

인의 심각한 

부상

외 : 자살 시

도, 불법침입, 

공격 는 이동

하는 열차와 

련 없는 사고의 

결과로 인한 심

각한 부상

미심쩍으면 고

지

폐쇄 는 속도제한

을 일으킬 수 있는 

선로 단  굽어

짐이 있는 선로

기상과 련한 속도

제한은 고지할 필요 

없다.

(2)자살과 불법침입을 제외한 사망 

는 심각한 부상과 련된 철도 건

목 사고

육상 차량의 주행선 지장 는 

선로 피해와 련된 사건

사망, 2인 는 그 

이상의 심각한 부상 

는 2백만 유로 가

치의 차량, 시설 

는 환경의 피해가 

있는 상황과는 조  

다른 상황 하에서 

철도 시설의 손

주행선에서 (3)차량 간의 충돌

차량의 피해를 유발하는 (5)차막이 

는 다른 자동 열차정지 장치와의 

충돌

운행  는 운행 비  고

의가 아닌 열차의 분리

Schedule 1(9)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

로서 열차의 인지 

는 보호하는 시스

템에 향을 미쳐서 

철도의 안 도를 감

소시키는 신호 련 

고장

(4)주행선을 지장하는 차량 탈선 차축, 차륜의 손

Schedule 1(9)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

로서 신호모진

(6) 피가 요구되는 험한 물품의 

화재 는 방출
열차화재, 심각한 기  단락

Schedule 1(1)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

로서 육상 차량과의 

충돌(7)6시간 이상 본선을 지장하는 사

고 는 사건 (기상과 련된 문제

는 제외)

1km 이상의 선 손

표 2.2-2 고지하여야 하는 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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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1 Schedule 2 Schedule 3

(8)2백만 유로 가치를 과하는 차

량, 시설 는 환경의 피해를 유발

한 사고

(9)사망 는 심각한 부상 는 2백

만 유로의 열차, 시설 는 환경의 

피해를 유발할 것 같은 사고 는 

사건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게 되지

는 않았던 사고 는 사건

미심쩍으면 고지

한편, Railway Inspectorate(RI) 업무에도 변화가 생겼다. 1987년 King's Cross 

화재 사건과 1988년 Clapham Junction 충돌사고 이후 RI가 비 을 받게 되어 1990

년 12월 Department for Transport(DfT)에서 HSC/E로 이 되며 Her Majesty's 

Railway Inspectorate(HMRI)로 이름도 바 었다가, 2006년 4월 HSC/E에서 ORR로 

RI업무가 다시 이 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RAIB는 열차 이동과 련

된 심각한 사건에 해서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역할은 사건에 해 기술  원

인을 입증하고 안 당국인 ORR을 통해 철도 운 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한정되

어지는 반면에 HMRI는 사건에 해서 법률 반을 입증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집

행하는 으로 사고를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2.2-4].

2006년 4월 3일부터는 아래의 요약된 내용에 따라 HMRI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시 평일(월요일부터 요일) 09시부터 17시30분까지는 화, 팩스를 

이용하여 HMRI Accident Section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시간, 주말, 공

휴일에는 DfT의 Duty Officer에게 화로 보고한다.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할 사

고는 표 2.2-3과 같으며 이외의 사건은 평상시 근무시간 에 HMRI Accident 

Section에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RIDDOR 1995)에 따라 보고한다. 성인 불법침입자와 자살 의심자

를 포함하는 사고는 HMRI Accident Section에만 보고한다. Accident Section/DfT 

Duty Officer에 고지 시 보고자의 이름, 조직, 화번호, 사고 발생 일시, 련된 열

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상자 수, 사상자의 종류(승객, 철도종사자, 일반 공

인), 운행선/서비스 향과 지체에 한 사항을 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DfT Duty Officer에 심각한 사건을 보고할 때에는 HMRI, RAIB에 고지했는지의 

여부도 얘기하여야 한다. 한 보고자는 고지했던 시간과 얘기를 나 었던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어야 한다. 사고 후 10일 이내에 우편, 팩스 는 e-mail을 통해 건

목사고가 아닌 경우, 건 목 사고인 경우 각각 다른 형식의 문서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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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객, 철도종사자 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망 는 상을 래한 

객차에 한 어떤 사고(탈선, 충돌, 화재 등)

b)
비록 사상자는 없지만 고속탈선 는 방충돌과 같이 어떤 심각한 열차 

사고

c)
어도 1시간 정도 승객 서비스에 부수 인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상

되는 어떤 사건

d)
철도 종사자 는 일반 의 소개가 필요한 열차로부터 험한 물질의 

출 는 연소를 포함한 어떤 사고

e)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화차가 포함된 어떤 사건

f)
부상자 발생여부와는 계없이 건 목에서의 열차와 육상 운송수단과의 

충돌

g) 건 목에서의 어떤 보행자의 사망

h)
근무 인 철도종사자의 어떤 치명  사고 는 (생명이 태로운) 심각

한 부상

i) 차량이 역 이외에서 움직이는 도 에 차량 창문으로부터의 어떤 낙하

j) 16세 이하의 아이 불법침입자의 철도에서의 치명  는 심각한 부상

k) 승객의 어떤 사망 는 생명이 태로운 부상

l)
어떤 기 기의 복 는 붕괴, 높은 발 의 붕괴, 다리 는 터 의 붕

괴, 철도에 일어난 는 철도를 지장한 구조물의 손

m)
어떠한 피해 는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 매설 력 이블에 

650볼트 는 그 이상 가해진 충격

n) 운 업무종사자 제어불능의 어떤 사건

o)
매체의 심을 받거나 심을 끌만한 에서 언 되지 않은 사건 

( , 아차사례)

표 2.2-3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할 사고

3) CIRAS

CIRAS(Confidential Incident Reporting and Analysis System)는 철도 종사자가 

일반 인 회사 채 을 통해 보고할 수 없다고 느끼는 안  문제에 해 처벌의 두

려움 없이 문서 는 화로 보고하는 수단이며, 완 히 독립 이고 보고자의 비

이 법으로 보장되는 보고 체계이다. 그러나 CIRAS는 철도 사건  사고가 발생했

을 때 무엇이 잘못 는지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부가  수단이지 회사 보고 

채 을 신하는 것은 아니다.

CIRAS는 1996년 Scotrail과 Strathclyde 학에 의해 개발되었고 Ladbroke 

Grove 사고이후에 비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게 되면서 모든 국 철도 회사가 의

무 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 국립 시스템이 되었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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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건 이상의 보고서가 신고 되었다[2.2-5].

CIRAS 시스템은 보고자의 비 이 보장되지만 익명으로 운 되지는 않는다. 

CIRAS 담당자가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체크하기 하여 보고자의 신원과 상세한 

내용에 해 질문할 수 있다. CIRAS 운 진은 사안을 확실히 이해하기 해 보고

자와 약 15분가량 짧은 인터뷰를 한 후 개인 신상명세를 삭제한 자료를 회사로 보

낸다. 보고자와의 만남은 가능한 보고자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다. 보고서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익명의 보고는 CIRAS에서 수

하지 않는다. CIRAS에 보고되는 정보는 국립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CIRAS에 

보내진 모든 정보는 독립 인 안 한 장소에 보 된다. 철도산업에 종사하고 시스

템에 등재된 회사를 해 일하는 사람만이 CIRAS에 보고 할 수 있다. 시스템 등재 

여부는 CIRAS 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2-6].

CIRAS에는 작업 장(work)에서 작업자의 안 에 련된 모든 심사가 보고 

상이 될 수 있다. 사건을 래할 수 있는 다른 종사자(staff) 는 비철도 종사자

(personnel)의 험한 행동이나 습 이 주요한 보고 상이다. 한 아차사례(near 

miss)나 오류(error)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등도 보고 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 인 고충, 긴 한 실시간 사안 는 사 인 사안은 보고 상이 되지 못한다. 

CIRAS 보고 상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신호 문제

o 아차 사례 (near misses)

o 소유/분리 문제

o 피로 련 오류

o 규칙 는 차

CIRAS는 매년마다 CIRAS 시스템 보고서, CIRAS 구역(sector) 보고서, CIRAS 

회사 보고서 등의 일련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CIRAS 시스템 보고서는 매년 8월 1

일 발행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o 매달 보고율

o 회사 보고채 과 비교하여 CIRAS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의 비율

o 회사 채 의 이용과 련하여 차이 을 포함하여 보고되는 문제의 빈도

o 이  분석 기간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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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고서는 사안의 상세한 부분(CIRAS 구역 보고서에 제공) 는 회사의 

특정 정보(CIRAS 회사 보고서에 포함)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섯 개의 CIRAS 구역 보고서는 매년 2월에 생산된다. 보통 열차운 회사(TOC; 

train operating company), 화물열차운 회사(FOC; freight operating company), 

Contractor, Network Rail 그리고 런던지하철(LUL; London Underground Limited)

에 할당된 각 철도 회사 구역에 해 보고서가 비된다. 더 깊은 분석과 의견을 

해 CIRAS에 의해 선별된 구역 특정 토픽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은 다음

의 사항을 포함한다.

o 구역에서 얼마나 자주 사안이 보고되는지에 한 상세한 사항

o 보고된 문제들의 요약

o 일반 인 회사 답변 (이러한 정보에서 확인되는 어떠한 회사 정보도 없다)

o 취해진 행동 / CIRAS를 통해 제기된 사안에 련된(반드시 이유만은 아

닌) 산업 원인

회사보고서는 CIRAS 시스템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해 매년 3월에 발간되는데, 

회사 특정정보에 해 비교 구역 특정자료를 제공한다.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

다.

o 월별 보고율

o 회사채  이용

o 보고된 문제의 빈도

(나) 미국 철도산업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1967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에 자   행정  지원에 의지하다가 1975년 

Independent Safety Board Act에 따라 정부 소속에서 독립 으로 바 었다. 원

회의 권능은 49 U.S.C., Chapter 11에 의하며 원회의 규칙은 49CFR Ch, VII part 

800∼850에 있다. 원회는 강제력 는 조정력이 없고 교통수단 안 향상에 

을 맞추며, 분석된 자료가 법률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구성은 항공국, 선박

국, 고속도로국, 철도․ 이 라인․ 해물질안 국으로 나뉘며 철도부는 Human 

& Survival Factors부, 이 라인부, 해물질부, 보고서발간부와 함께 철도․ 이

라인․ 해물질안 국 소속이다[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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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계 당사자는 의무 으로 국가응 센터(NRC)에 통보하여

야 하며 사고통보를 받은 NRC는 NTSB의 Railroad Duty Officer(ROD), 연방교통

부, 연방철도국(FRA), 소방․구 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다. ROD가 NTSB의 

조사 여부를 단한다. 사고조사 항목은 메커니컬 조사그룹, 오퍼 이션 조사그룹, 

신호 조사그룹, 휴먼 퍼포먼스 조사그룹, 희생자 발생요인 조사그룹이 있으며 이  

휴먼 퍼포먼스 조사그룹은 행동경 , 의학분석, 조작운 , 근무, 기기배치, 노동 생 

환경 등에 한 문  분석을 수행한다. 철도회사는 FRA 규정에 의해 매월 사고/

사건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작성 시 FRA 지침을 사용한다[2.2-8].

철도 사고/사건보고  기록유지의 목 은 국가 철도에 존재하는 험(hazard)과 

험도(risk)에 한 정확한 정보를 FRA에 제공하는데 있다. FRA는 연방철도 안

국에 의한 그 규정의 효과  실행과 책임 강화를 해 이 정보를 필요로 한다. 

FRA는 한 이 정보를 철도 안 의 비교 경향을 단하고 철도 사상자  사고 

방에 을 둔 험제거  험도 감소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한다.

Internal Control Plan(ICP)은 사건/사고의 보고 차에 한 정확성을 보장하는 

성능기 의 형식이다. ICP는 각 철도회사가 한 보고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주는 

통신의 필요성을 지 하는 성능 기 으로. ICP 요건은 그 크기에 계없이 각 철도

회사에 설계의 유연성을 허용하며 ICP는 특정 철도의 필요성과 환경에 합해야 

한다. 일반 으로 ICP는 철도회사가 Total Quality Management(TQM)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고에 “오류”가 없도록 해 다. “오류 없음”은 FRA에 보고서를 제출하

기 에 모든 기록 가능한 사건과 사고에 한 각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부정확한 보고에 한 “허용오류 0” 정책이다. TQM은 

차 성능의 연속 이고 향상된 개선에 을 둔다.

월간보고 양식  기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사고는 보고 목 에 따라 a) 

사망, 부상 는 직업병, b) 철도 장비 사건/사고, c) 고속도로-철도 건 목 사건/사

고와 같이 3가지 주요 군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사망․부상 는 직업병 요약, 

사망․부상 는 직업병, 철도 장비 사건/사고, 고속도로-철도 건 목 사건/사고, 

연간 요약서의 순서로 작성된다. 철도 승객 사망자/철도 직원 사망자, 사망 는 5

인 이상 부상사건/사고 발생 즉시 화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보고 상 철도 

이름, 보고자 이름, 직   화번호, 사고시간, 날짜  치, 사건/사고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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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는 부상자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일본 철도산업

일본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철도 사고보고  조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철도의 사고, 사태  재해와 이블카의 사고, 사태에 한 보고는 국토교통성령 

제123호 ‘철도사고 등 보고규칙’에 의한다. 일본의 철도사고에는 이블카의 운 사

고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2001년 4월 항공사고조사 원회 설치법(1973년 시

행)의 일부를 개정하여 동년 10월에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ARAIC)가 발족되

었다. 원회의 임무는 항공사고  철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한 조사와 주요 

사건에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에서 필요한 조사를 한다. 조사 상 사고에는 

열차충돌․탈선․화재사고, 건 목장해․도로장해․철도인신장해․철도물손사고(승

객, 승무원 사망사고, 5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사고, 특히 이례 인 것), 사고 징조

(주요사건) 등이 있다. 이블카는 조사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 신은 사

고 등에 해 보고가 있었을 때 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며 원회는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국토교통 신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2.2-8].

(3) 항공산업

안 이 요한 항공산업에서도 오래 부터 인 오류를 보고․분석하고 리하는 

체계 인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첫째,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항공기 사고 조사 매뉴얼에 따라 사고 장에 한 동조치를 취한 후 상

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한다. 운항, 제, 인 요인, 기상, 기체 등 여러 문분

야로 나 어 사고조사반이 구성되어 활동하는데, 인 오류도 인 요인 담조사반

에서 기장과 제업무종사자를 비롯하여 모든 항공 종사자의 련성을 면 히 검

토하여 사고에 련된 직 인 혹은 간 인 원인을 분석한다[2.2-9]. 둘째, 인

오류와 련해서는 항공사고보고 체계와는 별도로 사고보고제도를 운용하고 있

다[2.2-10]. 사고보고제도란 실제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발 될 수 

있었던 사건이나 불안 한 상황  상태를 항공산업 종사자가 자발 으로 보고하

는 제도이다. 에는 사고로 연결되지 않아서 개인 인 경험으로 묻혔던 사고

나 아차사례를 수하여 분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정

보를 사  인지하게 되고, 결과 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험 요소를 사 에 제거하



- 69 -

   내용

 년도

제안
련

인
요소

고장
련

기상
련

조류
충돌

교통
경고

기타 간이 계

2000 15 49 9 6 10 52 8  0 149

2001 5 17 10 3 2 29 3  0 69

2002 3 37 22 3 6 19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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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한 목 으로 시작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발 인 보고를 활성화하기 해 보고자의 익명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

다. 결과 으로 ‘ 가 실수를 하 는가?’에 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런 잘못이 발생하 는지? 그것을 개선하기 하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분석의 을 두고 있다. 사고보고제도는 제도의 성격

상 항공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 에서 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ASRS) 시스템으

로 처음 시작한 이후 국 CHIRP, 우리나라 KAIRS, 라질 RCSV, 랑스 REC, 

일본 ASI-NET, 캐나다 SECURITAS, 호주 ASRS, 만 TACARE, 싱가포르 

SINCAIR, 국 SCASS, 남아공 CAHS등 재 세계 총 12개국에서 유사한 보고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1월 10일부터 교통안 공단에서 항공 사고보고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비록 제도 도입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54건의 사고가 보고되었다는 운  황은 사고보고제도가 국내에서도 성공

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2-10]. 표 2.2-4는 우리나라 항공 사고보

고제도의 내용별 수 황을 보여주며 그림 2.2-4는 우리나라 항공 사고 보고서의 

처리 차를 나타낸다.

표 2.2-4 KAIRS 내용별 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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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항공 사고 보고서 처리 차

보고서 수 방법에는 배포된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로

드 받아 인쇄하여 우편송부 는 FAX송부하는 방법, 인터넷상에서 서식에 입력 

후 인터넷으로 보고서 수하는 방법, 인터넷상의 e-mail 서식을 작성하여 e-mail

에 첨부하여 송신하는 등의 4가지의 수방법이 있다. 배포된 서식은 으면 바로 

우편 투가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우편요 은 수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서식을 인쇄하여 송부하는 방법은 보고자가 일반우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서 서식은 조종/일반(흰색), 제(녹색), 정비(주황색), 객실(노란색) 등 4가지

가 있으며, 보고서 양식은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나 ‘인 사항 기입부’와 ‘사건내

용 기입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은 동일하다. 인 사항기입부에는 보고자 성

명, 주소 등 개인의 인 사항과 상황개요, 발생일시 등 사건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인 사항 기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고자 인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보고서는 무효 처리되며 바로 폐기된다. 이 부분은 보

고서 분석도  분석원이 보고자와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고 보고서 분석이 

완료되면 취되어 보고서 제출자에게 회송되어, 보고자의 인 사항에 한 비 을 

보호하고 보고된 사건이 행정처분 상이 되었을 경우 제한  면책을 받기 하여 

항공 사고보고제도에 보고한 사실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사건내용 기입부는 

앞면에서 인 사항 기입부를 제외한 아래 부분과 뒷면의 반으로서 사건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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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차 세부항목 2차 세부항목

TIME

Date

Day

Local Time of Day

PLACE

Locale Reference

State Reference

Relative Position
Angle

Distance

Altitude
AGL

MSL

ENVIRONMENT

Flight Conditions

Weather Elements

Runway Condition

Light

Ceiling

Visibility

RVR

AIRCRAFT

Reference

Involvement

Controling Facilities

Coordinating Facilities

Operator

Common Carrier

General Aviation

Other

된 일반 데이터를 기입하고 사건상황을 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된 보고서는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하여 우선 도분석을 실시

하고 이후 정 분석을 실시한다. 도분석은 분석원이 정 분석 에 우선 검토하

는 사항으로 보고된 사건의 긴 성, 합성  사고나 범죄행  련여부에 하여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수된 보고서의 리를 하여 도분석시 ‘보고서

리기록서’를 작성한다. 만약 보고서 내용에 항공안 에 심각한 향을  수 있는 

안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이나 해당기

에 긴 안 정보를 발행하며, 한 항공 사고보고제도의 보고 상이 아닌 사고  

범죄 련 사항일 경우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 분석은 도분

석이 완료된 보고서에 하여 해당분야 분석원이 련자료, 문지식, 경험을 토

로 상황을 유추, 분석하고 만약 내용이 불완 하거나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보고

자와 연락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모든 인 사항을 추 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애거나 

익명화하고 추후 자료검색  통계분석에 유용하도록 자료입력표를 작성하는 과정

이다.

표 2.2-5 항공 사고 자료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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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차 세부항목 2차 세부항목

Make Model

Crew Size

기  항공법 조항

Flight Plan

Mission

Navigation in Use
ILS

Other

Flight Phase

Flight Phase

Ground

Climbout

Cruise

Descent

Landing

Other

Route in Use

Departure

Enroute

Arrival

Approach

Airspace Occupied

Maintenance Status

Required Documentation On 
Board

Released for Service

Other

Cabin Activity

Cabin Lighting

Available Seats

Passengers On Board

COMPONENT

Aircraft Component

ATA Code

Manufacturer

Aircraft Reference

Problem

PERSON

Reference

Involvement

Location of Person

Affiliation

Government

Company

Other

Function Oversight

Observation

Instruction

Flight Crew

Controller

Maintenance

Flight Attendant

Other Personnel

Qualification

Pilot

Controller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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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차 세부항목 2차 세부항목

Flight Attendant

Other

Experience

Controller

Flight Attendant

Maintenance

Flight Time

KAIRS Report

Analyst CallBack

EVENTS

Anomaly

Aircraft Equipment Problem

Airspace Violation

Altitude Deviation

Other Spatial Deviation

Ground Excursion

Ground Incursion

Ground Encounters

Conflict

In-Flight Encounter

Maintenance Problem

Cabin Event

Non Adherence

Other Anomaly

Independent Detector

Aircraft Equipment

ATC Equipment

Other

Resolutory Action

Flight Crew

Controller

Aircraft

None Taken

Other

Consequence MOCT

Other Miss Distance

SITUATIONS

ATC Facility

Airport

Navigational Aid Airspace Structure

Aircraft
Make Model

Aircraft Component

Chart

Publication

Other

ATC Facility Types

NAVAID Types

Special Use Airspace Types

MAINTENANCE 
FACTORS Maintenance

Performance Deficiency

Contributing Factor

ASSESSMENTS

Problem Areas

Primary Problem

Air Traffic Incident

Conclusion

Textual Synopsis Korean



- 74 -

항목 1차 세부항목 2차 세부항목

INFORMATION

English

Diagnosis

Narrative

표 2.2-5와 같이 자료입력표는 크게 Time, Place, Environment, Aircraft, 

Component, Person, Events, Situation, Maintenance Factors, Assessments, 

Textual Information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부분인 Assessments  

Problem Areas, Primary Problem은 각각 14개의 유사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고가 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제, 객실, 조종, 유지보수 

담당자의 Human Performance로 귀결된다. 한, Conclusion은 7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인 요인에 련된 사고는 7개의 세부 항목  Human Factor로 결론

된다. 자료입력표의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항공 사고에서는 인 오류에 한 

원인을 련자의 Performance 문제로 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고서의 도분석  정 분석의 과정이 끝나면 인 사항 기입부를 취하여 보

고자에게 회송하고, 분석된 자료입력표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내용의 정확성  합

리성을 재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로 이 하여 구보 하게 된

다. 보고서 원본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되어 보고자

의 신분은 구히 보호된다. 련기 이나 업체  항공 종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하여 시정조치를 유도하기 하여 경보메시지(보고내용의 심각성 정도  시간

의 완 에 따라 긴 안 정보와 안  정보로 구분)를 발행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등

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월간 소식지와 반기, 연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기 , 

단체, 업체, 학계, 연구기  등에 배포하여 항공안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많은 국가들이 항공안 정보의 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항공안 정보는 비 표 화된 분석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자료

공유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EUROCONTROL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Safety of Air Navigation), GAIN(Global Aviation 

Information Network) 등에서는 분석코드 표 화에 힘써왔으며, 향후 많은 국가에

서 채택이 상된다. 국내 사고보고제도에서도 이러한 세계  흐름에 동참하여 

표 화된 분석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체계 인 원인분석과 미래의 항

공안 정보 공유에 효율 으로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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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산업

원자력산업은 항공산업과 유사한 인 오류 보고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

무보고의 상이 되는 사고와 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는 별도의 독립 인 국가 

기 의 조사 이 장에 견되어 상세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

업자의 실수가 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련 작업자의 작업 배경  상황을 면

히 검토하여 인 오류의 원인과 인과 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산업

체에 알린다.

원자력산업에서도 항공산업과 유사하게 사고  사건분석과는 별개로 인 행  

평가  개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Three Mile 섬

에 치한 TMI 원 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미국에서는 원  운 의 안 성  신

뢰성 확보를 해 미국의 원 보유 력회사들이 모여 1979년 12월에 설립한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INPO)에서는 원  운 원  보수요원들에 

의한 인 오류 방지를 목 으로 1981년에 인 행 평가시스템의 시험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이후 장 검증  보완작업을 거쳐 1987년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HPES)을 완성하 다. HPES는 항공분야의 사고보고 시스

템인 ASRS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고 상, 자발 인 보고체계, 보고자

의 신원 비 보장 등과 같은 ASRS의 성격상 특징을 HPES도 동일하게 용하

다. 하지만 항공의 사고보고제도가 모든 사고에 련된 보고 시스템인데 반하

여, HPES는 인 오류에 련된 모든 사고나 아차사례  사고만을 상으로 한

다. 한, 항공 사고보고제도보다 나 에 개발되면서, 원자력에 맞는 표 화된 분

류체계의 확립, 인 오류 유형  원인의 심층 분석 기능 등은 더 강화하 다. 국

내에서도 1993년 INPO HPES를 기반으로 K-HPES를 개발하여 원자력발 소에 보

하 다[2.2-11, 2.2-12]. 그러나 원자력 사업자가 하나 밖에 없는 국내 특성상 별

도의 독립된 기 에서 운 하지 못하고, 발 소 장 사업소에서 운 하고 있다. 

분석의 일 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해서 K-HPES 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하

고 있다. K-HPES 로그램의 기본 인 운용구조는 그림 2.2-5와 같다. 원 운  

 보수 작업  발생한 사건/사고에 련된 인 행 를 평가한 후, 평가를 통해 

밝 진 인 오류에 하여 그 원인  유형을 분석하고 응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운 원  보수원의 교육, 훈련이나 설계 개선에 반 하여 인 행 를 개선시킴으

로써 유사한 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K-HPES 로그램의 기본 인 

운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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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PES 산시스템의 기능  구조는 다음과 같다. 1990년 국내에 용된 

HPES는 1999년 까지는 워드 로세서 문서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 으나, 이후 

문제 을 보완하여 산지원 시스템인 CAS-HPES가 용되었으며, CAS-HPES는 

5단계 분석 차(사건개요기술, 사건경 분석, 오류상황분석, 인지상황분석, 원인요

소분석)를 거쳐 사건/사고에 한 인 행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분석결

과는 Database에 장되어 추후 분석자가 필요할 경우 조회할 수 있다. 한, 운

차서, 기기 Database, 원  운 원 의사결정모형인 5단계 인지모형, 동 오류분류

체계는 해당 분석 모듈과 연계되어 필요한 분석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통계 검색

모듈은 분석된 사건들에 한 통계  분석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원자력발전소 시스템
Task(운전/보수)

사건/사고

인적행위

교육/훈련

시스템의
설계개선

원인 및

유형분석

평가

대응방안
마련

그림 2.2-5 K-HPES 기본 운 구조

(가) CAS-HPES 기능

o 분석 지원 기능

- 사건개요기술 지원 기능

- 사건경 분석 지원 기능

- 오류상황분석 지원 기능

- 인지오류분석 지원 기능

- 원인요소분석 지원 기능

o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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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F Chart 자동작성 기능

- 상황분석 보고서 자동작성 기능

- 원인요소 분석표 자동작성 기능

-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o 통계 검색기능

- 시기별 사건발생빈도 조회 기능

- 상황요소별 인 오류 빈도 조회 기능

- 두 상황요소 간의 상 계 조회기능

- 상 계 분석 결과 조회 기능

(나) 사건/사고 분석 차

o 사건개요 기술 모듈

- 해당 사건/사고의 보고서 번호, 사건발생일시, 제목, 개요, 결과등 사건과 

련된 개 인 정보를 기술하는 모듈

o 사건경 분석 모듈

- 분석자가 사건/사고 당시 계통 시스템의 상태나 운 원의 행동을 기술하

도록 설계

o 오류상황분석 모듈

- 사건경  분석 단계에서 악된 인 오류를 상으로 해당 오류가 발생

하게 된 배경상황을 분석하는 단계

o 인지오류분석 모듈

- 사건경  분석 단계에서 악된 인 오류와 인 오류경로를 바탕으로 각 

의사 결정단계에서의 오류 형태  원인을 CAS-HPES에서 제공되는 동

 오류분류체계를 이용해 악하는 단계

o 원인요소분석 모듈

- 사건경 분석을 통해서 인 오류의 윤곽이 드러나고 인지오류분석을 통

해서 오류의 인지  형태  원인이 분석된 후에는 오류의 인지  원인 

이외에 작업수행에 향을 미친 주변 환경, 조직  리상의 문제  등 

보다 범 한 오류원인에 한 악을 해 원인요소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o E&CF Chart  보고서 작성 모듈

- E&CF Chart는 반 인 사건 내용을 도형 기호를 이용하여 입체 으로 

표 해주는 그림이다. E&CF Chart는 사건 흐름에 한 정보를 함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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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달하여 으로써 복잡한 상황의 사건을 분석자가 한 에 악하

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다.

(다) 분석결과 통계 검색 모듈

사건의 검색을 지원하고 시기별, 상황요소별 등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범주

로 사건의 원인을 통계 처리하여 인 오류의 경향을 악하여 효율 인 인

행  연구  책안 수립을 지원해 다.

(라) 원 기기 Database 구축

CAS-HPES를 이용한 사건 분석 차  ‘사건경 분석’  ‘오류상황분석단

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기기 종류나 기기번호 등 사건과 련된 기기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지원기능  분석결과를 효과 인 활용을 해 

표 형 원 을 상으로 기기 Database를 구축한다.

(마) 운 차서 조회기능

K-HPES 분석자가 CAS-HPES를 이용하여 사건에 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분석 차  ‘사건경  분석’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운 차서 

조회가 필요가 있다. 운 차서 조회 기능은 이러한 경우 효과 인 분석 지

원을 해 구축 한다.

(5) 타 산업 인 오류 리 체계의 철도 환경으로의 목성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 오류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리하는 표 인 분야

가 항공과 원자력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안 이 특별히 요하고 우선시 되는 

에서 철도 산업과 공통 이 많다. 이들 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세한 조사 

 분석이 수행되고 이에 따른 사고분석보고서가 작성된다. 이와는 별도로 인 오

류가 개입된 사고나 사건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도의 인 오류 분석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항공 사고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 으로 인 오류나 

아차사례를 보고․분석하고 이를 산업계에 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

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원자력 산업 역시 K-HPES(인 행 개선체

계)를 도입하여 인 오류를 조사․분석하여 구체 인 원인을 악하고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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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안을 수립하여 발 소에 용하는 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 철도 

환경에 목하는 에서 이들 인 오류 리 체계의 장단 을 검토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항공 사고는 보고자의 자발성과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인 오류나 아차사례를 보다 활발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리의 주체를 항공사가 아닌 독립 인 기 에서 담당함으로써 분석의 객 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수 은 

깊지 못하여 원인을 체계 으로 악하고 원인별 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원자력 산업의 K-HPES의 경우, 인 오류를 분석하는 차나 방법이 항공 사고

에 비해 체계 이고 기술 인 완성도가 높은 것이 장 이다. 인지공학의 인 행  

 오류발생 이론을 기술  배경으로 하여 분석 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인

오류의 원인을 상세하게 밝 내고 이를 바탕으로 오류방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강 이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오류사건의 보고가 자발 이고 익명

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과 K-HPES 분석자가 상당한 수 의 경험과 사  지식이 

필요한 이 단 으로 악되었다.

국내 철도 산업에서도 인 오류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서는 항공이나 원자

력 산업에서 운용 인 인 오류 분석  인 행 개선체계를 시 히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항공 사고나 인 행 개선체계의 장 을 살리는 방향으로 철도 환경

에 맞는 인 오류 보고  조사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인 오류의 원인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 이에 한 응 방안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국내 철도산업의 인

오류 리의 가장 요한 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마. 인 오류 리 제도화 요건

인 오류 리는 시스템의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의 운용 그리고 시스템

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수명기간에 걸쳐 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

러나 본 과제에서는 재 운용 인 국내 철도 시스템에서 가장 시 하게 제도화 

되어야 하는 부분에 을 맞추어 인 오류 리 요건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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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인 오류, 즉 작업자의 취 부주의를 

여야 한다. 취 부주의의 방  감은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의 체계 인 분석

에 근거한 과학 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효과 인 

인 오류 리는 어떤 유형의 오류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논리 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효과 으로 리함으로써 이루

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철도 산업에는 이와 같이 인 오류를 보고하고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 산업의 인 오류 리를 해 시 한 일은, 철도 산업에서 발

생하는 인 오류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

행 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한 철도 시스템의 

험도 평가 정보를 활용해서 상 으로 요하거나 취약한 직무  상황에 한 

교육  훈련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 오류 리 제도화를 한 요건은 우선 기술  에서만 정리하 으며, 구

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사고  운행장애 조사  분석에서 ‘취 부주의’가 원인으로 명되

면, 인 오류의 원인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리해야 한다.

    가. 인 오류의 분석 상은 안 업무종사자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

사자, 역내 신호취 원을 1차 상으로 하되, 장기 으로 철도 차량  

시설 유지보수원까지 확  용한다.

    나. 인 오류의 원인분석  재발방지 책을 도출하기 해 체계 인 분석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1) 이 분석 도구는 인 오류의 원인, 발생 과정  결과를 추  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차를 포함해야 한다.

(2) 이 분석 도구는 인 오류와 련된 다양한 상황요소(작업자, 직무, 작업

환경, 조직 련)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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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분석 도구는 인 오류의 유형  다양한 원인요소들을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분석기 을 제공해야 한다.

(4) 이 분석 도구는 발생한 인 오류의 재발 방지를 한 책들을 체계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차를 제공해야 한다.

(5) 이 분석 도구는 일정한 사  교육을 받은 철도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

는 수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 철도 사고 험도 평가(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결과를 반 하여 

교육  훈련 로그램을 운용한다.

    가. 안 에 요한 사고 시나리오  인 직무를 악하고 이에 한 교육 

 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나. 철도 운 업무종사자 훈련용 시뮬 이터는 다양한 비상상황을 연출하여 

운 업무종사자의 비상 응 운  직무수행능력을 정량 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

되어야 한다.

    다. 철도 운 업무종사자 훈련용 시뮬 이터는 PHA에서 악된 주요 사고 

시나리오의 모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바. 인 오류 유형 분석

(1) 인 오류 유형 분석을 한 분류체계

(가) 철도사고  운행장애의 분류체계

철도산업발 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이

 철도청에서 수행하던 철도사고 조사  분석 업무는 앞서 국내 철도산업의 사

고 조사  분석 체계에서 서술하 듯이 철도안 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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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피해 경 에 따라 조사 주체가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와 한국철도공사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가 조사하여야 할 한 

사고에 해서도 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회가 분석한 결과와는 별도로 한국철도공사는 한 사고에 한 조사  분

석 자료를 자체 기록으로 남겨둔다.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수송안 실  각 지사 안 환경 에서 약 

30여명의 인원이 규정(철도사고보고  수습처리규정(사규 제41호, 2005.1.1)이 개정

되어 2008년 8월 기 으로 철도사고보고  조사에 한 지침(한국철도공사 규정 

제2007-114호, 2007.12.31)이 유효한 규정임)에 따라 사고 조사  분석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제정･공포된 고시

(철도사고보고  조사에 한 지침(건교부 고시 제2006-3호, 2006.1.5)[2.2-13]이 

개정되어 2008년 8월 기 으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130호, 2008.5.9)이 유효한 고시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표 2.2-6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나타나 있는 사고 분류체계이고 표 2.2-7은 한국

철도공사 규정에 나타나있는 사고 분류체계이다. 비교한 결과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그 의미는 서로 같으며 특이한 은 국토해양부 고시에서는 철도재난(폭풍

⋅호우⋅폭설⋅홍수⋅지진⋅낙뢰 등 자연 상 는 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

도시설 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것)을 분류체계에 삽입하 고 한국철도공사 규

정에서는 리장애(열차지장은 없으나 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직원 취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삽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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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국토해양부 고시에 나타난 사고 

분류체계

표 2.2-7 한국철도공사 규정에 나타난 사고 

분류체계

철

도

사

고

철

도

교

통

사

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 열차사고

건 목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여객

공

직원

철도

안

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 손사고

철도안

사상사고

여객

공

직원

기타 철도안 사고

운

행

장

애

험

사

건

무허가 구간 열차운행

진행신혼 잘못 시

정지신호 반운

정거장 밖으로 차량 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본선지장 차량탈선

안 을 지장하는 시설고장

안 을 지장하는 차량고장

험물 출사건

기타 사고 험이 있는 사건

지

연

운

행

차량탈선

차량 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 반

선로장애

장애

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철도재난

철

도

사

고

철

도

교

통

사

고

열차

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 목 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여객교통사상사고

공 교통사상사고

직원교통사상사고

철도

안

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 손사고

철도안
사상사고

여객안 사상사고

공 안 사상사고

직원안 사상사고

기타 철도안 사고

운

행

장

애

험

사

건

무허가운행

진행신호 잘못 시

정지신호 반운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구간 열차운행

본선지장 차량탈선

안 지장 시설고장

안 지장 차량고장

험물 노출

기타 험사건

지

연

운

행

차량탈선

차량 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 반

선로장애

장애

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리장애

(나) 인 오류 유형 분류체계

철도 사고  운행장애의 인 오류 분석을 하여 사용된 인 오류 유형은 크게 

오류모드(error mode)와 오류타입(error type)이다. 오류모드는 사건 발생에 주요한 

인 오류의 개입 단계와 형태를 나타내며, 오류타입은 개입된 오류의 발생 기인  

에서 고려된 인 오류 유형이다. 오류유형에 한 분류체계는 일반 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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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 기호 세부 유형 정 의

계획오류

(Planning error)

P1 Incorrect plan
계획  작업 비는 수행하 으나, 실제 작업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이었음

P2 Incomplete plan
계획  작업 비는 수행하 으나, 완 하지 
않은 (부분  락/불충분) 계획이었음

P3 Missed plan 계획  작업 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확인오류

(Checking 
error)

C1 Incorrect check
확인은 하 으나, 잘못(그릇되게) 확인한 
경우(상태 비정상 → 정상으로, 신호 오인 등)

C2 Incomplete check
확인은 하 으나, 부분 으로 락  
불충분한 확인

C3 Missed check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작업오류

(Operation 
error)

O1 Incorrect action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잘못(그릇되게) 취해진 
조치

O2
Incomplete 
action

조치의 부분  락  불충분한 조치

O3 Missed action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요구되는 
조치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 오류

(Communication 
T1

Incorrect 
communication

의사소통 내용이 부정확함

o 계획 오류(Planning error) : 작업수행  조치에 한 사  비  계획 

단계에서의 오류 ( : 작업 비 미흡, 계획 

미흡/부  등)

o 확인 오류(Checking error) : 시스템, 신호, 정보 등의 상태 확인  악 

단계에서의 오류

o 작업 오류(Operation error) : 작업수행  조치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o 의사소통 

오류(Communication error)

: 종사원 간의 의사소통 는 작업 의 시의 오

류

활용목 과 상에 따라 개발되고 개정  수정을 통하여 사용된다[2.2-14]. 본 연

구에서는 철도 사고  운행장애에 개입된 인 오류의 략 인 오류유형을 악

하기 한 목 으로 인 오류 유형 분류체계를 도입하 다.

오류모드 분류체계로서는 1992년 Embrey에 의해 제시된 PHEA[15]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철도 사건의 인 오류 분석에 한 수 으로 개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는 계획, 확인, 작업, 의사소통 등 4개 단계의 오

류모드를 고려하 으며, 각 단계별 오류에 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각 단계별 세부 오류모드의 분류  정의는 표 2.2-8과 같다.

표 2.2-8 분석에서 사용한 인 오류 모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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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 기호 세부 유형 정 의

error)
T2

Incomplete 
communication

부분 인 락  불충분한 의사소통

T3
Missed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오류타입 분류 기호 정의

Slip/Lapse S

- 조치 수행 에 발생한 오류

- 정보 확인/인식 (detection/perception) 에 발생한 

오류

- 망각 는 기억 오류(memory failure)

Mistake M
- 의도형성 과정(상황 악/계획/의사결정) 에 발생한 

오류

Violation V
- 요구되는 작업 규정 는 차를 

의도 으로(deliberately) 반한 모든 조치

오류타입에 한 분류체계로서는 가장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James Reason

의 오류타입 분류체계를 사용하 다[2.2-16]. Reason의 분류체계는 그림 2.2-6과 같

이 행 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Slip과 Lapse 그리고 Mistake와 Violation으로 구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Slip과 Lapse는 동일 분류로 처리하

고, 상황 악  의사결정 등 의도형성 과정 의 오류인 Mistake와 주어진 규정의 

의도 인(deliberate) 반인 Violation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각 오류타입

에 한 정의를 표 2.2-9에 정리하 다.

그림 2.2-6 James Reason의 오류타입 분류체계

표 2.2-9 분석에서 사용한 인 오류 타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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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주요 철도사고  운행장애의 인 오류 유형

철도 사고에 개입된 인 오류 유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기 하

여, 앞서 정의한 오류유형 분류체계를 용하여 국내외 철도 사고의 인 오류 유형 

악을 한 사례분석을 수행하 다.

상당수의 철도 사고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래되는 

경우가 많다. 인 오류가 개입된 사고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련된 경우도 있다. 본 사례분석의 목 은, 인 오류 리의 제도화를 한 

요건 도출 에서, 철도 사고를 유발하는 인 오류 유형의 특성과 상  요성

을 악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분석에서는 인 오류가 복합 으로 개입

된 경우라도, 사고 유발에 가장 직 이고 요하다고 단되는 인 오류만을 

상으로 유형 분석을 수행하 다.

(가) 국내외 주요 철도 사고의 인 오류 유형 분석

인 오류 유형 사례 분석을 한 주요 철도사고는 ‘철도사고 험요인(PHA) 분

석 기술 개발’ 과제[2.2-17]에서 조사 정리한 것만을 상으로 하 다. 이 보고서에

는 충돌, 탈선, 화재 등 35여건의 주요 철도사고를 조사 정리하 는데, 험요인 분

석 에서 사고의 유형  원인, 사고 개요, 사고 개 과정, 험요인, 사고 피

해 등을 요약하 다. 보고서에 정리된 총 35여건의 사고 , 인 오류가 직 으

로 개입된 것으로 악된 18개 사고에 하여 인 오류 유형 분석을 시도하 다.

그러나 참조한 보고서에 조사 정리된 내용만으로는 인 오류의 개입 사실과 사고 

발생의 개요 정도만을 악할 수 있을 뿐, 부분의 경우 인 오류의 상세한 유형

이나 발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경우에 따라서 상세한 오류유형  타입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  에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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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철도사고의 인 오류 모드 분석 결과

그림 2.2-8 철도사고의 인 오류 타입 분석 결과

부록 2.2-3에 국내외 주요 철도사고에 한 인 오류 유형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

하 다. 분석 결과 인 오류가 개입된 열차충돌, 열차탈선 사고는 많은 경우가 운

업무종사자(기 사)의 신호모진인 C3 유형인 것으로 체의 39% 정도가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운 업무종사자(기 사)나 작업자의 부 한 조치

인 O1 유형이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요한 조치의 락인 O3과 의

사소통 락인 T3도 각각 2건씩으로 11% 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타입에 한 분석 결과는 Slip이 40%로 가장 많았고, 규정 반인 Violation

이 33%, Mistake가 2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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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 참고문헌 [2.2-13]에 따라 표 2.2-10과 같은 기 으로 분류

• 사건내용 : 2004～2005년도 사고  장애 내용  인 오류 부분 심

으로 요약

• 사건원인 : ‘철도사고 험요인(PHA) 분석기술 개발’ 과제의 연구수행 

결과[2.2-17]를 참조하 으며 일부 항목은 수정하여 표 

2.2-13에 따라 분류

• 작업자 : 사건에 련된 작업자를 나타내며 표 2.2-12에 따라 분류

• 작업유형 : 사건에 련된 작업을 나타내며 표 2.2-11에 따라 분류

• 오류모드
   오류타입

: 앞서 기술한 인 오류 유형 분류체계(표 2.2-8, 표 2.2-9 참

조)에 따라 분류

(3) 국내 철도사고  운행장애의 인 오류 유형

본 항목에서는 ｢한국철도공사 2005년도 사고  장애 자료｣(이하 사고  장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장애에 내재되어 있는 인 오류의 특성  유형을 분석

하 다. 200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철도사고  운행장애는 총 801건이며 이  책

임사고(종사원의 취 과오 는 시설․차량기구 등의 정비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와 장애)는 101건으로 2005년도 철도사고  운행장애  12.6%를 차지한

다.

2005년도 사고  장애 자료는 인 오류 분석 에서 작성된 자료가 아니기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인 오류에 기인하는 사건을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사고  장애 자료  책임사고로 분류된 101건에 

해서만 인 오류 유형을 분석하 다.

2005년도 사고  장애 자료  책임사고 101건에 해서 사건유형별, 작업 유형

별, 작업자 유형별, 사건원인별로 특성을 분석하 고 앞서 제시한 오류모드, 오류타

입별로 인 오류 유형 분석을 수행하 다. 한편, 의미 있는 통계수치를 해서는 

근거 자료의 범 를 넓힐수록 좋으므로 아래에서 2005년도의 결과만 나타내는 것 

보다는 본 과제 1차년도에 수행한 결과(2004년도 사고  장애 자료에서 선별한 90

건에 한 인 오류 유형  특성 분석 결과)를 더하여 총 2개년 동안 인 오류에 

의해 발생된 191건의 사건에 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2004～2005년도에 발생된 인 오류 191건의 사건에 해서 부록 2.2-4에 정리하

다. 세부항목에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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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건에 해 참고문헌 [2.2-13]의 사건유형 분류체계를 따라 정리하면 표 2.2-10

과 같다. 철도사고는 11건, 운행장애는 180건이며 운행장애  상 으로 발생빈

도가 높은 사건유형은 차량탈선(41건, 21.5%), 규정 반(37건, 19.4%), 차량고장(32

건, 16.8%)순 이었다(그림 2.2-9 참조).

191건의 사건을 작업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표 2.2-11에 정리하 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작업유형은 운 (77건, 40.3%)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검/보수

(69건, 36.1%), 입환(29건, 15.2%)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그림 2.2-10 참조).

191건의 사건을 인 오류를 일으킨 작업자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2-12와 같

다. 운 업무종사자(기 사)의 인 오류와 련된 사건(28건, 27%)이 제일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2-11 참조).

191건의 사건을 사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2-13과 같다. 그림 2.2-12와 같

이 크게 운 , 검/보수, 신호/신호보안장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에 운 (80건, 

41.9%)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5가지의 사건원인으로 나눴을 때는 차량 

검/보수 소홀(36건)로 인한 사건이 제일 많았다.

2004년, 2005년 인 오류로 인해 발생된 사건 191건에 해서 오류모드 분석 결

과 O1 유형이 47건으로 체의 24.6%, O3 유형이 45건으로 23.6%, O2 유형이 36

건으로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그림 2.2-13 참조)되었다. 한, 작업오류

(operation error)가 67.0%, 확인오류(checking error)가 27.7%로 체 인 오류  

94.7%가 작업오류와 확인오류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91건에 해서 오류타입 분석 결과 Slip/Lapse가 105건으로 55.0%를 차지하며 

규정 반인 Violation이 52건으로 27.2%, Mistake가 34건으로 17.8%를 차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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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사건 유형별 분석 결과

사건유형
발생건수

05년 04년 합계

철

도

교

통

사

고

열차

사고

열차충돌사고 0 0 0

열차탈선사고 3 0 3

열차화재사고 0 0 0

기타 열차사고 0 0 0

건 목사고 0 1 1

사상

사고

여객사상사고 1 0 1

공 사상사고 0 0 0

직무사상사고 3 3 6

운

행

장

애

차량탈선 21 20 41

차량 손 7 6 13

차량화재 0 0 0

열차분리 2 0 2

차량구름 0 0 0

규정 반 18 19 37

선로장애 3 4 7

장애 9 5 14

신호장애 4 4 8

차량고장 16 16 32

열차방해 1 1 2

기타 13 11 24

합계 101 90 191

그림 2.2-9 사건 유형별 발생 비율

표 2.2-11 작업 유형별 분석 결과

작업 유형

발생건수

05

년

04

년
합계

운

 신호 3 8 11

 제동 9 13 22

 기기/응 조치 8 12 20

 기타 17 7 24

입환

 차량 4 2 6

 호 3 6 9

 신호보안장치 8 6 14

검/

보수

 차량 23 12 35

 선로 8 9 17

 차선로( 장

치)
6 5 11

 신호보안장치 3 3 6

 신호보안장치 9 7 16

합계 101 90 191

그림 2.2-10 작업 유형별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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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작업자 유형별 분석 결과

작업자
발생건수

05
년

04
년

합
계

기 사

(부기 사, 장비운 원)
28 33 61

승무원 (여객 무, 차장, 
열차 장) 7 4 11

수송원 / 
차량 리원( 호담당)

14 16 30

제사 1 1 2

신호취 자 12 7 19

선로 검/보수자 8 9 17

차선로( 장치) 
검/보수자

6 5 11

차량 검/보수자 22 12 34

신호보안장치 검/보수자 3 3 6

합계 101 90 191

그림 2.2-11 작업자 유형별 발생비율

표 2.2-13 사건원인  발생건수

사건 원인
건수

05
년

04
년

합
계

신호/
신호
보안
장치

신호취  불량 10 4 14

선로 환기취  불량 5 7 12

호취  불량 4 6 10

기타 1 2 3

운

제동취  불량 8 10 18

신호확인 소홀 3 8 11

진로확인 소홀 2 2 4

유치차량 유동 1 2 3

기기취 /응 조치 소홀 8 13 21

기타 16 7 23

검/
보수

신호보안장치 검/보수 
불량

3 3 6

차량 검/보수 소홀 24 12 36

선로 검/보수 불량 3 4 7

차선로 검/보수 불량 4 3 7

작업 방법/계획 불량 9 7 16

합계 101 90 191

그림 2.2-12 사건 원인별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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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오류모드별 발생 비율

그림 2.2-14 오류타입별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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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무분석  직무부하 분석

작업자의 직무특성을 악하고 직무부하를 분석하기 해서는 해당 작업자에 

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직무분석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

으며 각 직무분석 방법들의 장･단 을 살펴보고 그 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

는 목 에 가장 합한 직무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1) 직무분석 개요

직무분석이란 상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목 과 방법, 작업 상황, 작업 내용 

 차를 상세히 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직무 특성과 직무 부하나 취약 을 악

하는 작업이다. 분석의 목 에 따라 수많은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직무분석의 

차와 표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에는 찰법, 면 법, 설문지법, 작업일지법, 결정  사건법이 있다.  

각 방법들은 나름 로의 장 과 단 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 으로 보다 성공 인 

직무분석을 하기 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1) 찰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장에서 직  찰함으로써 직무활동과 내용을 악, 

직무분석을 시작할 때 직무에 하여 가장 기 인 지식을 제공.

o 찰자

작업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평소 로 일하는 것을 찰, 찰자

는 작업자들과의 화가 그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작업자들과 이

야기하지 않는다. 가 이면 찰자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때

로는 폐쇄회로TV(CCTV)나 녹화장비 사용).



- 94 -

o 어려운 

정확한 찰을 하기 하여 작업자와 지나치게 근 되어 있으면 그들의 정상

 직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고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확한 찰이 힘들다는 것이다.

o 장   단

찰을 통해 직무에서 작업자들이 행하는 외형  행동과 작업환경에 해 생

생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왜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직무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해서는 면 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 악해야 한다.

2) 면 법

다양한 직무들에 범 하게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직무분

석 방법, 작업자들과 개인 으로, 소집단으로, 혹은 여러 번의 집단토론을 통하여 

면 을 진행, 훈련된 면 자는 직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이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들을 이해하기 하여 작업자들에게 직  질문하는 것이다.

o 방법

  - 장소 선정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과 면 을 하기 해서는 먼  면 할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직무가 수행되는 장에서의 면 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질문

면 자는 작업자들이 직무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이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

구되는 인간  요건들을 알기 하여 질문. 면 을 하여 필기도구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철 한 면 을 해서 녹음기를 비할 수도 있다. 면

을 할 때 화하기 편한 분 기의 조성, 편견의 배제, 응답을 얻어내는 

기술, 한 가지 질문에서 다음 질문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술, 직무와 

련 없는 응답에 한 통제 등이 면 자에게 요구된다.

o 분류

면 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에 따라 구조  면 법, 비구조  면 법, 반구조

 면 법이 있다.

  - 구조  면

질문할 많은 내용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 순서에 따라 면 을 진행하기 



- 95 -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심층

인 정보를 얻지 못하는 단 이 있다.

  - 비구조  면

미리 설정된 소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융통

으로 면 을 진행한다. 비구조  면 은 구조  면 과는 반 로 심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직무의 다양한 요소들에 한 다량의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단 을 지닌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충한 형태

의 반구조  면 도 산업 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o 장․단

  - 장  : 면 법은 다양한 직무들에 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범 하게 용

될 수 있고 면 과정에서 부수 으로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들 의 하나이다.

  - 단  : 자료의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수량화된 정보를 얻기가 힘

든 단 이 있다. 면 을 시작하기 에 작업자들에게 면 의 목 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그들은 지나치게 방어 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들의 직무의 요성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게 되

어서 결과 으로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된다. 면 을 통해 정확하고 정

직한 반응들을 얻기 해서는 직무분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종업원

들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설문지법

설문지에는 직무에서 수행되는 많은 활동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의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작업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는지, 그러한 활동들이 얼마나 요한지 등에 하여 몇 가지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들이 얼마나 자주 사

용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요한지 등에 하여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

다. 이 게 얻어진 응답들은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이해하기 하여 통계 으로 분

석된다.

o 설문지 종류

  - 분석하려고 하는 직무의 분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 : 직무에 한 사

정보에 기 하여 분석자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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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화된 설문지

+ 표 인  : 직책분석설문지(Position Analysis Questionnaire, PAQ)

+ 설문지를 분석자 스스로 만드는 경우에는 먼  찰법이나 면 법을 통

하여 직무에 한 어느 정도의 사  정보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o 장  : 어떤 유형의 설문지이건 간에 직무분석을 하여 설문지를 사용하면 많

은 사람들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찰법이나 면

법과는 달리 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작업일지법

작업자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직  작성한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어떤 직무를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자들에게 작업일지를 작

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작업일지를 입수하여 작업일지

로부터 직무의 내용이나 성질을 추론, 작업자들의 작문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즉 

문장력에 있어서 한 개인차 는 의도 으로 왜곡되게 일지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덜 사용되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5) 결정  사건법

o 개요

작업자들이 직무에서 결정 으로 잘한 사건이나 결정 으로 실수를 범한 사

건들을 수집한 후, 그러한 사건들에서 있었던 구체 인 행동들을 알아내고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  요건들

을 추론하는 것이다.

o 방법

  - 일반 으로 직자나 상사들과 면 을 하거나 찰을 함으로써 결정  사건

들을 수집

  - 결정  사건을 수집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그 사건을 상기하도록 하여

+ 무엇이 그 사건을 일으켰고 사건이 일어난 환경은 어떠했는지

+ 그 사건에서 종업원이 효과 으로 행동했거나 혹은 비효과 으로 행동한 

것이 정확히 어떤 행동이었는지

+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래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종업원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아니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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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는지를 알아낸다.

  - 결정  사건과 련된 작업자들의 행동들로부터 직무에서 요구되는 요한 

지식, 기술, 능력들을 추론

  -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주 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한 집단의 직무분석 

문가들이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술, 능력들을 추론해내고 다른 집단의 직무

분석 문가들이 이러한 지식, 기술, 능력들을 거꾸로 행동  요사건들에 

할당한다. 이러한 재할당 과정에서 두 집단 간에 일치도가 높은 지식, 기술, 

능력들이 최종 으로 추려진다.

o 장․단

  - 장  : 실제로 직무에서 일어났던 요한 사건을 토 로 직무수행과 련된 

요한 지식, 기술, 능력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 단  : 극단 으로 잘하거나 잘못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인 수행에 한 정

보는 수집하지 않으므로 결과 으로 이러한 수행과 련된 지식, 기

술, 능력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응답자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결정  사

건들을 회상할 때 그 사건을 왜곡하여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과 

련된 작업자의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술, 능력들을 추론하는 과정에

서의 주 성이다. 주 성을 배제하기 하여 재할당 과정을 거치더라

도 여 히 주 성이 문제될 수 있다.

(나) 직무분석 기법

직무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이 분해방법, 계층  직무분석, 링크분석, 운용순서도, 

시간선 분석으로 나  수 있다[2.2-18, 2.2-19].

1) 분해방법 (decomposition methods)

o 개요

직무분해는 분석자가 요구하는 수 까지 직무를 더 상세하게 분할을 하는 구

조화된 방법이다. 직무요소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직무명세

를 하고, 각 직무요소에 한 더 많은 정보수집을 한다. 직무분해 방법은 일

반 으로 각 직무단계의 정보  리  요구 조건들을 결정하기 하여 사

용된다.

o 기법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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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해의 방법은 다음의 세단계로 수행된다.

  - 직무명세자료의 수집

직무분해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특정한 직무에 연 된 모든 직무요소들의 

직무명세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명세자료는 계층  직무분석의 결과

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짧은 직무나 크게 차화 된 직무들에 해

서는 각 직무 요소들이 수행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형태로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직무명세의 형태는 각 직무요소 에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에 

한 명확한 정보만  수 있고, 분석자의 목 에 부합될 정도의 상세함만 

갖추면 된다.

  - 분해에 포함되는 내용의 선택

각 직무요소에 한 직무분해에서는 보통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 직무설명(description)

+ 부직무(subtasks)

+ 행  시작 신호(cues initiating action)

+ 사용된 제어장치(controls used)

+ 의사결정(decision)

+ 표 인 오류(typical errors)

+ 수용가능한 수행도 기 (criterion of acceptable performance)

+ 정보궤환(feedback)

물론 이들의 분해내용이 분석자가 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항상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때로는 분해에서 필요한 다른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도 있고  심 없는 항목을 제거할 수 도 있다.

   - 분해정보의 수집  표

분석자가 분해에 포함시킬 내용을 결정한 후, 정보수집형태를 만들고 각각

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해진 형태 로 분해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표 

2.2-14는 직무분해의 형태를 나타내는 이다.

o 장․단

  - 장  : 분해구조는 분석자가 심 있는 부분에 모든 직무요소를 체계 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 제어 정보 요구 목록의 기 로도 사용된다.

  - 단  :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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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직무분해 형태의 제

작업
요소 목

행
시작
신호

의사
결정 행 표시

장치
제어
장치

정보
궤환

발생
가능한
오류

2) 계층  직무분석 (hierarchical task analysis)

o 개요

계층  직무분석(HTA)은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부(副)직무들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분석하는 직무분석의 한 방법이다. 

HTA는 운용들(operations)과 이 운용들을 착수할 때 필요한 조건을 서술한 

계획들(plans)의 계층을 만든다. HTA는 시스템의 목표를 충족하기 해 직

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는 효과 인 도구를 제공한다. 한 다른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한 기  작업으로써 분석자에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기에는 인지  측면들을 포함하는 직무들을 나타내기 한 일반

인 방법으로써 HTA가 개발되었으나, 이후 많은 다른 상황에 응용되었다.

o 기법설명

HTA는 운용과 계획의 에서 직무를 설명하기 한 과정이다. 분석자는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를 부(副)운용과 계획의 집합으로 재묘사

한다. 분석자가 이런 재묘사(redescription)가 하다고 생각할 때, 하부단계

의 부(副)운용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더 많은 재묘사가 필요하다면 각 운용들을 이 처럼 부(副)운용과 계획으로 

분할한다. HTA는 테이블형태나 계층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계

층 다이어그램은 이해가 쉽고, 테이블형태는 계획, 운용, 주석들을 나타내는

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장 을 가진다. 그림 2.2-15는 OHP 

(Overhead projector)운용을 한 HTA를 나타내고 있다.

o 장․단

  - 장  : HTA는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는데 경제 이며, HTA의 계층  구

조는 체직무와 더불어 직무의 한 측면에 분석을 집 할 수 있

도록 한다. 한 HTA는 직무분석의 다른 특정한 방법들이 효과 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며, 다른 많은 평가(assessment)의 

기 가 된다. HTA는 분석자와 운용에 실제로 련된 사람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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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도모하며, 분석에 연 된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단  : 분석자는 효과 으로 직무를 분석하기 하여 기술(skill)의 척도

(measure)를 개발하여야 하며 리자, 엔지니어, 다른 운용간부와의 

력의 척도(measure)를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그림 2.2-15 OHP(overhead projector)작동에 한 HTA

3) 링크 분석 (link analysis)

o 개요

링크분석은 시스템 사이의 계를 규명하기 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넓은 

의미로 두 부분 사이의 링크는 인간의 주의력 이동이나 시스템의 두 부분 사

이의 물리  이동을 나타낸다. 링크분석은 한 시스템 내의 모든 링크의 배열

을 최 화하는 체계  방법이다. 링크분석의 핵심은 시스템 내의 링크들의 

본성, 빈도, 요성들을 나타내고 기록하기 한 도구를 제공하는 표  기술

에 있다. 한 링크분석은 시스템 구성품 사이의 계와 빈도 데이터를 사용

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 기술의 하나로써 사용되고 용하

기가 매우 용이하다.

o 기법설명

  - 일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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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분석의 첫 단계는 분석에 사용될 시스템의 부분을 묘사하는 배경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다. 분석자는 장비의 각 구성 원소간의 링크에 한 포

인 리스트를 개발할 수 있다. 명확한 행태  단계를 가진 잘 정의된 직무

의 경우 직무의 차  묘사로부터 이런 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일단 링크

가 만들어지면 장비 다이어그램 는 작업장의 다른 표 에서 구성품들 사

이에 선을 그림으로써 링크를 기록할 수 있다. 그 다음 각 링크의 요방법

에 따라 링크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링크의 요도를 추정하

는데 있어 링크간의 빈도가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며, 다른 요소들 한 

각 링크의 요도에 향을 미친다.

  - 링크의 정의

링크는 작업자간의 통신이나 시스템 부분 사이에 치나 주의력의 이동으

로써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더욱 더 정확한 링크의 정의가 필요하다.

  - 정보수집

분석자는 심 있는 링크를 정의한 후 이 에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시스템

의 각 부분 는 작업자가 다른 시스템이나 작업자와 링크된 횟수를 세어 

기록해야 한다. 이 값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데, 기록하는 방법 의 

하나가 링크결합표(link association table)라 불리는 표 2.2-15이다. 정상  

직무순서에서 발생하는 정상  링크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조건부 링크를 기록하는 것이 좋으며, 조건부 링크는 호 안에 개별

으로 구분지어 기록한다.

  - 정보의 표

항목의 수와 련된 링크가 은 직무분석의 경우 링크결합표(link 

association table)를 가지고 링크 분석을 해석하기가 쉽다. 그러나 복잡한 

분석이나 일시  정보가 요한 분석의 경우 그림 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형태로는 도식 (schematic) 링크 다이어그램과 공간

(spatial) 링크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림 2.2-16은 도식  링크도(link 

diagram)의 이다. 도식  링크 다이어그램의 경우 시스템의 각 부분이 

상자나 원으로 표 되지만 그 들의 상  치가 실 상황과 응될 필요

는 없다. 매번 두 항목이 링크되고 항목사이에 선이 그려진다. 매우 빈번한 

링크 항목들은 더욱 많은 선들이 그려지며, 다른 종류의 링크를 표 할 필

요가 있다면 특별한 선 형태나 칼라 코딩이 사용된다. 공간  링크 다이어

그램은 링크간에 지형학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호  표 보다는 시스템의 정확한 공간  표 을 시한다. 그러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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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G H
Gamma
Monitors Desk Elec. Supply

A 6(1) - 1 1(1) 2 - - - - -

B 1 - 2 9 - - 2 2 -

C 1 1 1 - - - 1 -

D - - - - - - -

E 2(1) - - - (1) 1

F 3 1 1 - 1

G - - - -

H - 1 1

 Gamma radiation monitors 1 -

 Central desk 1

링크들이 상 으로 좁은 지역에서 교차되는 경우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형학  계를 나타내는 것과 명확성의 결여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공간  링크 다이어그램은 운용순서도(OSD)와 매우 

유사해서 혼동이 되는데, 요한 차이는 자가 장비의 조합에 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것에 반해 후자는 요한 개별 직무 순서의 평가와 규명

에 심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  운용 순서도는 특별한 차에서 

분석자가 직무의 순서를 알기 해 사용되고, 공간  링크 다이어그램은 장

비 배치의 체  효과를 알아보는데 합하다.

o 장․단

  - 장  : 링크분석은 하드웨어를 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항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찰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며, 운용자에 의한 활동 인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사용되는 방법이 측 가능하고 측

정 가능한 자료에 의존하므로 매우 객 이다. 직 인 기술이므로 

분석자들은 그다지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분석자의 시간외에 

비싼 설비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

  - 단  : 링크를 형성하는 기본으로써 직무 차를 구성하기 한 비 인 자

료 수집이 요구되며, 그래픽과 표 형태의 표 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 으로 단순한 부시스템만을 표 할 수 있다. 한, 링크분석은 

시스템내의 기본 인 물리  계와 단지 링크의 빈도만을 고려하며, 

링크형성에 활용되는 시간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는 않는다.

표 2.2-15 링크도를 한 링크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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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링크도(link diagram)

4) 운용순서도 (operational sequence diagrams)

o 개요

운용순서는 조정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 등 직무를 완수하기 해 행해지는 

일들의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는 운용순서도라는 그래픽 형태로 표 되어 질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의 운용순서도는 여러 직무가 수행되는 순서

에 따라 에서 아래로 직무를 연결하는 흐름도이다. 가장 간단한 경우 직선 

형태의 흐름이 있을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제한된 가지(branching), 루핑

(looping), 다른 조건  활동 등을 사용할 수 있다.

o 기법설명

다음은 기본 운용순서도와 표 인 세 가지 운용순서도에 한 설명이다.

  - 기본 운용순서도

운용순서도의 기본 형태는 운용을 특정한 기호로 표시되는 몇 가지 행 요

소(behavioral elements)로 구분한 단순한 흐름도이다. 보통 운용순서도에서 

수작업을 표시하는 데 다섯 개의 기호를 사용한다. 이 기호들은 공정흐름도

에서 사용되는 기호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운용순서도의 기호는 공정이 아

니라 정보의 흐름이나 행동을 나타낸다는 이 다르다.  다른 은 한 요

소를 표 할 때 여러 기호를 그룹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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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은 운용순서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에서 사용되는 기호들

이다. 운용순서도의 기본 목 은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일하는 직무를 표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작업과 자동화된 작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특

히 실수가 일어나기 쉬운 수작업에 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2.2-18은 

운용순서도(operational sequence diagram)의 한 이다.

  - 시간운용순서도

운용순서도의 가장 단순한 변형은 에는 단순한 상 인 순서만을 표

했던 수직선에 각 행동에 필요한 시간을 선의 길이로 표 한 것이다.

  - 분리운용순서도

이 순서도는 여러 차원의 직무가 존재할 때, 각각의 차원에 서로 다른 열

(columns)을 주어 모든 차원의 직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를 

들면 여러 운용자가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각각 운용자마다의 운용순서

도를 그리는 것이다.  다른 열은 각 운용의 수행 정도라든지 기계 작업시

간의 배분 등을 표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공간운용순서도

이 다이어그램은 각 운용 간에 공간 연결을 표 한다. 즉, 각 도구들의 

치를 그려 놓은 그림을 가지고 그 운용순서에 따라 도구를 순서 로 연결

하는 것이다. 이 운용순서도에는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혼동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조정 는 디스 이를 사용하는 

순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각 도구의 

사용 순서에 따라 도구 사이에 그 순서를 표시하는 단일선을 그리는 것이

다. 공간운용순서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스템의 여러 지역을 불필요

하게 움직이는가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연속된 운용 사이에

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표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공간

운용순서도는 시간선 분석과 분해방법(decomposition method)등 다른 방법

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사용해야만 한다.

o 장․단

  - 장  : 운용순서도는 문장이나 표 형태로 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운용들 간

의 계를 보여 주는데 매우 유용하며, 한 그림에 여러 운용자들로부

터 유래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다 직무(multi-person tasks)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그림 자체가 따로 비될 수 있으므로, 일단 

자료가 모아지면 일반 으로 운용시스템이나 운용자 시간 등의 사용

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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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 비록 운용순서도가 운용간의 계에 있어 많은 유형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유형을 함께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는 없으며, 

복잡한 직무들을 표 할 때는 혼란스럽고 혼동되기 쉬운 경향이 있

다.

그림 2.2-17 운용순서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그림 2.2-18 공항 이착륙지 운반시스템의 운용순서도

5) 시간선 분석(timel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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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요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내린 시간선 분석의 정의

는 ‘어떤 제시된 작업에서 기능 으로나 시간 으로 요구되는 인간성능에 

한 조건을 알아내는 분석기술’이다. 기본 으로 이것은 ‘어떤 작업자가 직무

를 완수할 수 있는가(기능  요구)’와 ‘얼마나 빨리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가(시간  요구)’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간선 분석은 미리 정해진 차가 아

니라 규칙들의 집합이다. 이것은 분석자가 시간 , 기능 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림의 형태로 규칙들을 제공한다.

o 기법설명

  - 시간정보

시간선 분석과 련된 시간의 측정은 직  찰을 하거나 측정에 의해서 

얻어진다. 한, 한 사람의 작업자를 찰하여 데이터를 얻을 때는 시간선

을 그 데이터에서 직  얻을 수 있으나, 여러 명의 작업자를 찰하여 데이

터를 얻었을 때는 각각의 직무요소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표 인 방법은 평균 값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무 단순하므로, 필요에 따라 더 복잡한 측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림 2.2-19는 시간선(timeline) 분석의 한 이다.

  - 외부(external) 시간제약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정한 작업에는 시간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를 들

어, 특정한 작업은 정해진 시간(time window)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제

약이 있다. 이러한 시간제약은 시간선 그림에 독특한 선이나, 각을 표시함

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마쳐야하

는 작업을 해 직무들의 순서를 변화시켜서 시간제약을 피할 수 있다.

  - 다  시간선

어떤  직무에 있어서는 같은 시간선 그림에 작업자마다 각각 시간선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러한 처리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형태

의 시간선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은 각 구성원

사이의 직무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특히, 상호 화 요구를 분석하

는데도 좋다.

o 장․단

  - 장  : 시간선 분석은 개념 으로 단순하므로 매우 은 훈련으로도 참여자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리할 수 있으며 용 시에도 매우 은 



- 107 -

자원이 요구되는 기법이다. 한, 직무들 간의 시간  련을 최 화

하는 복잡한 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따라서 여러 가

지 소 트웨어가 활용가능하다.

  - 단  : 시간선 분석은 단지 시간  계를 찰할 뿐이지 어떻게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인가에 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직무수행도에 

있어서 시간  요인에 한 객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한, 사

건이 발생 했을 때 이를 잘 묘사할 수 있으나 사건간의 상호 의존성

을 보여주는 데는 당하지 않다.

그림 2.2-19 시간선(timeline) 분석의 

(2) 직무부하 분석 개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된 사건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사실들  하나는, 사람이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인 수행도가 체 시스템의 안 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요인들  하나라는 이다. 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발생된 사건들의 약 27%

가 인 수행도 하로 인해 발생되었고[2.2-20],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의 약 65% 

정도가 인 수행도 하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었다[2.2-21]. 한 국에서 

발생된 철도사고들  30∼40% 정도가 인 수행도 하와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2-22]. 따라서 인 수행도 하를 방지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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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서 인 수행도 하의 상당 부분이 복잡한 직무로 인해 발생된다는 사실

이 밝 졌다.

즉,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운 원은 상당한 양의 인지  부하(cognitive 

demand)를 경험하게 되는데[2.2-23], 복잡한 직무로 인해 요구되는 인지  부하가 

운 원의 능력을 과할 정도로 증가할 경우 격한 인 수행도 하가 발생된다

는 것이다[2.2-24∼28]. 이러한 사실은 운 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부하를 체계

으로 리하는 것이 인 수행도의 격한 하로 인한 사고 발생을 효과 으로 

방지할 수 있는 요한 수단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 원이 경험하게 되는 직무의 부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운 원에게 직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주

으로 느껴지는 직무의 부하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표 인 방법들로 NASA-TLX(task load index), Cooper-Harper scale, SWAT 

(subjective workload assessment technique) 등이 알려져 있다[2.2-29∼31]. 이들 

, 재까지 가장 안정된 주  직무 부하 평가방법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NASA-TLX이다[2.2-32, 2.2-33].

NASA-TLX는 1980년  반에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개발한 주  직무부하 평가방법으로[2.2-34] 

아래와 같은 6개의 설문항목(표 2.2-16)에 해 0에서 100  사이의 수를 임의로 

할당한 후 이들의 평균을 통해 체 인 직무부하를 정량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2.2-32].

NASA-TLX 방법을 통한 직무 부하 평가를 수행할 경우 기 되는 장 들  하

나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직무 부하가 크게 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다[2.2-33]. 즉, 효과 인 직무 부하의 리를 통해 격한 인 수행도의 하

를 방지하려는 목 에 따라 직무 부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 부하 향인자를 

악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 인 직무 부하의 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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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설  명

Mental Demand

(정신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해, 사고(thinking), 의사결정

(deciding), 검색(searching), 계산(calculating)  기억 

(remembering)등과 같은 정신  는 인지 인 활동이 얼마나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Physical Demand

(육체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해, 기(pushing)나 잡아당기기

(pulling) 는 돌리기(turning)와 같은 육체 인 활동이 얼마나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emporal Demand 

(시간  요구량)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해서 요구되는 시간  압력(time 

pressure)은 어느 정도 입니까? 를 들어 숨 돌릴 틈도 없이 많

은 조치들을 수행해야 주어진 직무를 완료할 수 있다면 높은 시

간  압력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ffort (노력)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경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를 들어 엄청난 집  등이 요구되면 높은 

노력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Performance

(직무성취도)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경우, 얼마나 성공 으로 는 정확하게 

직무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rustration

(당혹감)

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들어 직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악

할 수 없는 경우나 실 이지 못하다고 단되는 경우 등은 높

은 당혹감을 느끼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표 2.2-16 NASA-TLX 평가 항목

(3) 운 업무종사자

(가) 직무특성

- 1. 운 직무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력이 필요한 직무이다.

통과하는 역의 진입, 진출 시의 열차 속도가 정해져 있다. 실제 운 직무를 수행

하는 에 매뉴얼을 읽어가며 속도 조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속도를 

모두 기억한 상태에서 운 직무에 임해야 한다. 만약 제 로 기억하지 못하여 정해

진 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탈선의 험이 있으며 정해진 속도보다 

느리게 진입, 진출하면 해당 열차는 종착역에 지연 도착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차하는 역의 착선도 정해져 있다. 이 착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열차를 방해

하여 지연 운행  하거나 랫폼 없는 착선으로 여객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정당한 

착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해당 열차는 결국 지연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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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운 선도에서는 구배와 곡선 반경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지켜야 할 속도가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속도를 기억력에 의지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 속도보다 빠

르게 운행하면 탈선의 험이 있으며 이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면 해당 열차는 

결국 지연운행하게 되며 뒤따르는 열차 한 지연된다.

운 직무는 그 특성상 주  환경이 계속 변화하며 장시간 지속 인 집 이 필요

하고 경험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안 하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므로 운

직무는 정신 인 부하가 많이 요구되는 직무이다.

- 2. 운 직무는 시간 인 압박이 매우 높은 직무이다.

열차를 느리게 운행한다면 안 한 운행이 될지는 모르나 정해진 시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열차는 교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철도의 특성상 선로는 

한정되어 있는 공유 재산과 같은 성격이므로 안 이 되지 않는 한 선로의 사

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열차  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기타열차는 40

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하면 지연운행이라고 분류하며 운행장애에 해당한다. 한국철

도공사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차가 차량고장 등 이례 인 

상황이 발생하여 KTX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여객운송약

에 따라 운임을 환불하는 규정이 있기에 운 업무종사자(기 사, KTX 기장 등)에

게는 시간 인 압박이 작용한다.

- 3. 운 직무는 생리 상 조 이 필요하다.

운 실(cab)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운 업무종사자(기 사, 

KTX 기장 등)들은 생리 상 조 이 필요하다. 특히, 약 3시간 동안 1인 승무로 운

행되는 KTX의 기장들은 운행  수분 섭취도 제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응하

면 괜찮다고는 하나 생리 상 조 에 해 다소간의 스트 스를 느끼는 기장도 있

다.

직무분석  직무부하 분석을 해 업의 KTX 기장들과 면담 결과 갑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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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상 발생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랫폼에 운 업무종사자 용 화장실 설치 

요구나  당한 장소에 정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운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

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

- 4. 운 직무는 인 오류 발생 확률이 높다.

2004년, 2005년에 인 오류로 발생한 사고/운행장애 191건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 

유형별 인 오류 발생비율  31%는 운 업무종사자(기 사)의 인 오류에 의해 

발생되었다. 이러한 인 오류를 이기 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재는 

교육과 훈련의 강화이지만 더욱 효과 인 방법은 인 오류를 이기 한 하드웨

어 인 시스템의 도입이다. 를 들어 재 KTX에서는 정차역 여부의 단을 승

무시 배부 받는 열차시각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록 운 실에는 “ 연구간 고시

스템”이라 불리는 GP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만 정차역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고 

단지 “정차역인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안내방송만 운 실에 흘러나오고 있다. 한, 

정차 할 역의 장내 출발신호기는 정차할 열차가 구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운행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항상 진행신호가 들어오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실 속에서 정차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발생하고 

있다.

- 5. 운 직무는 반복 인 직무가 존재한다.

열차의 특성상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최신 기술이 목되어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KTX에서도 기존선의 연구간을 통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차

를 KTX 기장이 수행하고 있다. ① 연구간 고 시스템(GPS)에서 “ 연구간 

고, 연구간 고 VCB를 개방 하십시오” 음성 청취 ② 선로변 연구간 고 표

지 확인 ③ 주제어간(MC-IC-01)을 “0” 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 치 표시등

(LS-CO-TT-01)의 등을 확인 ④ 주회로차단기 스 치(SW-VCB-01) 내림(OFF) 

 주회로차단기 개방 표시등(LS-VCB-01) 확인 ⑤ 선로변 연구간 표지 확인 ⑥ 

선로변 역행 표지 확인  역행표지 통과 후 차선 압계(VM-HV-01)로 압 

확인 ⑦ 주회로차단기 스 치(SW-VCB-01) 올림(ON)  주회로 차단기 투입허용 

표시등(LS-VCB-CS-01) 확인 ⑧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버튼(PB-CS-VCB-01)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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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고양 차량기지부터 부산까지 왕복할 경우 와 같은 차를 12번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직무분석

안 업무종사자  철도사고에 가장 직 으로 련된 종사자는 열차를 운 하

는 운 업무종사자이다. 앞서 살펴본 국 철도사고의 통계 자료[2.2-1]나 2004년 

철도청 월보 분석에서도 확인된바(표 2.2-12, 그림 2.2-11 참조)와 같이 철도사고의 

40∼50% 정도가 운 업무종사자(기 사)의 인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인

오류 리 요건을 도출하기 해서는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직무분석 상

직무분석의 상 열차는 KTX를 선정했다. KTX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동력차 

에서 가장 고속이어서 안 이 특히 우선시되고 기존선과 고속선을 모두 운행하는 

직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KTX 기장(기 사)을 상으로 운  직무를 분석하

다.

KTX는 기존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등)와는 다르게 1인이 운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열차의 특성 상 자동화되고 간편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 게 1인 승무 

형태에 따라 이 과는 다른 직무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운  조건 

하에서의 직무의 특성과 내용 그리고 직무 부하를 악하기 하여 KTX 운  직

무를 상으로 직무분석과 직무부하 분석을 수행하 다.

2) 직무분석 방법

KTX 운 업무에 한 직무분석은 KTX 고속열차를 운 하는데 련된 모든 기

술  업무와 차를 악하기 한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계층  직무분석 기법과 

찰법을 사용하 다. 이를 해서 분석자가 KTX 운 실에 동승하여 기장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무를 어떤 차에 의해 수행하는지 찰 기록함으로써 직무분석

을 수행하 다. 한편으론 KTX 운 취 차서와 운 에 련된 각종 지침서

[2.2-35∼37]을 분석하고, KTX 기장 등 문가들을 통하여 필수 인 운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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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악하 다.

3) 직무분석 결과

이와 같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악된 KTX 운  직무는 총 14개의 기본 직무로 

분류하 다. 14개 기본 운 직무와 세부 내용  차는 부록 2.2-5에 첨부하 다.

(다) 직무부하 분석

NASA-TLX 방법을 사용한 운  직무의 직무부하 분석을 하여 설문지를 제작

하 다. 설문지에는 정확한 평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은 없으며 단지 통계분석을 하여 KTX 운 경력을 포함하여 운 업무종사자

로서 근무한 연수를 기입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NASA-TLX 방법에 한 간략

한 소개 부분, 설문 평가 방법을 설명한 설문 제 부분, 그리고 14개의 본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한 장에 하나의 직무에 한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구성하 으며, 각 직무에 해 6개의 평가항목(정신  부하, 육체  부하, 시간

 압박, 노력, 성취도, 당혹감)에 따라 해당되는 수에 표시(√)하도록 설계하

다. 한,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설문 상자가 NASA-TLX 평가에 익숙하

지 않을 수 있는 을 고려하여 설문지 설계 기 단계부터 KTX 운  문가의 

의견을 반 하 으며, 그 결과 부하 분석 평가표 스 일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평가항목에 한 피설문자의 이해를 돕도록 설문지를 제작하 다.

총 13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KTX 기장의 14개 기본 운

직무에 한 NASA-TLX 분석 결과를 표 2.2-17  그림 2.2-20에 정리하 다. 표

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운 직무 에서 ‘기존선 → 고속선 진입(9번)’, 

‘고속선 → 기존선 진입(10번)’, 두 직무가 가장 부하가 높은 직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 ‘도  역 정차(11번)’과 ‘기존선 연구간 통과(7번)’ 등이 상 으로 직무

부하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 다.

이와 같은 직무부하 분석 결과는 130여명의 기장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단한다. 한, 이 결

과에 한 KTX 운  문가들의 검토 결과, 직무부하의 순 가 KTX 기장들이 평

소 체감하던 직무 부하 순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4 -

No. 직무명
직무부하

평균 값
표 편차

직무부하

순

1 출무 51.4 13.0 12

2 동력차로 이동 50.2 13.6 13

3 출발  차량 검 59.6 11.6 8

4 출발 59.1 12.7 9

5 가속 57.8 14.6 10

6 감속 61.7 12.9 5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65.5 11.7 4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54.3 15.9 11

9 기존선→고속선 진입 68.2 11.1 2

10 고속선→기존선 진입 68.3 10.7 1

11 도  역 정차 66.7 11.0 3

12 종착역 정차 60.0 14.7 7

13 차량 인계  도착 보고 47.4 15.9 14

14 부수입환 60.2 12.8 6

표 2.2-17 KTX 기장 운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값

그림 2.2-20 KTX 기장 운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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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무명

직무

부하

평균 값

직무

부하

순

High Low

10 고속선→기존선 진입 68.3 1 MD EF TD FR PD PE

9 기존선→고속선 진입 68.2 2 MD EF TD FR PD PE

11 도  역 정차 66.7 3 EF MD TD FR PD PE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65.5 4 MD EF FR TD PD PE

6 감속 61.7 5 EF MD TD FR PD PE

14 부수입환 60.2 6 MD EF TD PD FR PE

12 종착역 정차 60.0 7 MD EF TD FR PD PE

3 출발  차량 검 59.6 8 EF TD MD FR PD PE

4 출발 59.1 9 EF MD TD FR PD PE

5 가속 57.8 10 EF MD TD FR PD PE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54.3 11 MD EF FR TD PD PE

1 출무 51.4 12 TD EF MD FR PD PE

(라) 직무부하 원인 요소

앞에서 기술한 NASA-TLX 기법은 정신  요구량(이하 MD), 육체  요구량(이

하 PD), 시간  요구량(이하 TD), 노력(이하 EF), 직무성취도(이하 PE), 당혹감(이

하 FR)의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TX 기장의 직무부하 분석을 해 배

포한 설문지는 각 직무마다 NASA-TLX 기법의 6개 평가항목 각각에 해 0이상 

100이하의 수에서 피설문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무부하 원

인요소 분석은 피설문자가 응답한 6개 평가항목 각각에 한 평균을 구하여 얻을 

수 있다. 표 2.2-18의 직무 No.10을 로 들어 설명하면 “고속선→기존선 진입” 직

무의 MD에 해 136명의 KTX 기장이 응답한 수의 합은 11,810이며 이를 136으

로 나  평균값은 86.8이다. 마찬가지로 “고속선→기존선 진입” 직무의 PD에 해 

136명의 KTX 기장이 응답한 수의 합은 8,620이며 이를 136으로 나 면 63.4이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4개 항목의 평균값을 구하면 TD는 78.6, 

EF는 85.7, PE는 19.2, FR은 76.0이다. 이를 큰 값을 가진 순서 로 나열하면 MD 

> EF > TD > FR > PD > PE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KTX 기장 

직무 각각에 한 NASA-TLX 6개 평가항목의 평균값이 큰 순서 로 정리한 결과

는 표 2.2-18과 같다.

표 2.2-18 KTX 기장 운 직무에 한 직무부하 원인요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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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무명

직무

부하

평균 값

직무

부하

순

High Low

2 동력차로 이동 50.2 13 TD EF PD FR MD PE

13 차량 인계  도착 보고 47.4 14 EF MD TD PD FR PE

표 2.2-18에서 각 직무에 해 직무부하에 가장 향을 미치는 2개 항목에 해

서 음 으로 표시하 다.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의 개수는 EF:14개, MD:11개, TD:3

개 이다.

직무부하 원인 요소 분석 결과 KTX 기장의 직무부하는 ‘노력’, ‘정신  요구량’, 

‘시간  요구량’에 의해 직무부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업무종사자

(가) 직무특성

- 1. 제직무는 정신 인 사고가 필요하다.

항상 KROIS를 통해 해당 열차의 조․지연 시분을 검색하여 열차다이어에 기록

한다. 화물열차 착발 취  시에는 화물열차의 무게에 따라 운행선구를 결정하며 여

객열차의 지장이 없도록 출발 시간도 결정한다. 상 열차와 하 열차가 서로 경합

이 상될 때에는 두 열차의 경합지 까지의 상 운행시간을 계산(단선구간에서는 

TG를 사용)하여 가속/감속 운 을 지시한다. 운 순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 여러 열차의 운행시간을 측한다. 열차번호에 따라 시․종착역과 행선지를 기

억한다.

- 2. 제직무는 시간  압박 는 동시에 여러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고속열차  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기타열차는 40

분 이상 지연된 경우 운행장애로 산입된다. 고속열차는 4분 과, 일반여객열차는 

9분 과 지연된 경우 그 사유를 열차다이어에 기록한다. 제업무종사자는 비상직

무 수행( ; 운 보안장치 이상)시 짧은 시간에 여러 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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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직무는 비상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으로 사상사고 565건, 건 목사고 58.4건, 차량고

장 172건, 선로장애 74.4건, 신호장애 58.4건, 차량탈선 31.6건, 장애 21.2건이 

발생하며 계산상으로 하루에 평균 3.2건 이상의 사고  운행장애가 국에서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제업무종사자는 비상상황에 해 한 응방법을 항시 숙

지하고 있다가 상황 발생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즉각 으로 단하여 긴 히 조

치를 취해야 하는 직무특성이 있다.

- 4. 제직무는 집 력이 필요하다.

제업무종사자에게는 DLP, L/S, MMI(비CTC 구간에는 DLP, L/S, MMI가 없

음), KROIS, 열차다이어, 제 화, 철도 화, 열차무선 화 등을 통해 열차운행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모든 정보를 상호 비교  확인하고 

체 인 열차운행 상황을 항시 찰  악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확인  감시하는 업무는 많은 노력을 수반한다.

- 5. 제직무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제업무종사자는 정상 인 직무뿐만이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원활히 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차량․선로․ ․신호 등 철도산업 반에 한 다양

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철도교통 제업무규정에 따르면 폭넓은 인재구성을 하

여 제업무종사자 선발시 운 분야, 운수분야, 기타분야 최소 3년 는 5년 이상

자  총 경력 15년 이상인자를 경력기 으로 하고 있다.

- 6. 제직무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매우 요하다.

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 장과 떨어진 일정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장과의 의사소통시 필연 으로 통신수단에 의존한다. 열차 무선 화기, 제 화

(직통 화), 철도 화 등을 이용하며 장과의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KROIS에

서 운 업무종사자(기장), 차장(열차 장)의 휴 폰 번호를 조회하여 일반 화를 이

용, 통신을 재개하기도 한다. 통신수단을 매개로하여 숫자로 이루어진 열차번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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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계역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의사소통 오류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

다. 따라서 제직무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매우 요하다.

(나) 직무분석

철도 안 과 운행에 계된 여러 직무분야  직 인 철도 안 업무종사자는 

운 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제업무종사자라 할 수 있으며 제업무종사자의 인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된 사고/사건은 매우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2-12 

참조). 그러나 제업무종사자의 인 오류에 의해 기 응이 치 못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래될 수 있는지에 한 를 구 지하철 화재사고[2.2-38]에서 

이미 경험하 다. 본 에서는 안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제 직무의 유형  특성 분석 결과와 직무부하 분석 결과를 기술하 다.

1) 직무분석 상

국내 각각의 도시철도 는 지하철 운 기 은 한 도시 안에서 는 두 도시사이

의 근거리에 국한하여 철도차량을 운 하고 그에 따라 제업무를 수행하지만 한

국철도공사는 소유 노선이 국내 역에 걸쳐 있기에 제범  한 국을 상으

로 하고 있다. 한, 동차(지하철) 제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철도 운 기 이 

소유하지 않은 고속열차,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화물열차 등에 해

서도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로부터 제업무를 탁받아 

모든 종류의 철도차량을 제하고 있는 철도교통 제센터의 제업무종사자를 

상으로 제 직무의 유형  특징을 분석하 다.

기존의 5개 지역(서울, , 부산, 주, 순천)의 제실을 통합하여 2006년 12월 

21일 개통한 철도교통 제센터에서는 국을 7개의 권역, 35개의 콘솔로 나 어 약 

180여명의 제업무종사자가 3조 2교 로 근무하고 있다. 담당 구역(콘솔)에 따라 

일반열차 제업무 는 동열차 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직무분석 방법

직무분석 방법은 찰법과 계층  직무분석 기법을 사용하 다. 철도교통 제센

터에서 제업무종사자가 수행하는 여러 업무활동에 해 직  찰하여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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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내용을 다시 제업무종사자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 으며 몇몇 비상상황 

시 수행하는 직무는 련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상황에 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제업무종사자와의 면담  검토를 통해 악하 다.

3) 직무분석 결과

일반열차 제 직무는 부록 2.2-6과 같이 총 25개의 직무로 분석되었다. 25개 직

무 각각의 하부직무(세부 차)도 부록 2.2-6에 함께 나타내었다. 25개 직무는 직무1

∼직무18까지는 정상직무로, 직무19∼직무25까지는 비상직무로 분류할 수 있다. 정

상직무  직무13∼직무18은 행정업무와 련이 있으며 ‘직무 13 열차다이어 기록

(열차보고)’은 모든 직무에 기본 으로 포함되어 수행하는 직무이며 열차보고 직무

는 재 임시 인 직무로서 본사 종합 제실에 KTX의 지연시분을 철도 화로 보

고한다. ‘직무 14 스  입력’  ‘직무 15 열차다이어 수정  출력’은 어느 한 

제업무종사자(주 제사)가 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비상직무는 사고  운행장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된 사고  장애 자료[2.2-39]를 바탕으로 하여 발

생건수가 많은 순서 로 선정하 다. 사고에 해서는 사상사고, 건 목사고시 

제업무종사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해 정리하 으며 운행장애에 해서는 차량장

애, 선로장애, 신호장애, 차량/열차 탈선, 장애 발생시 수행하는 직무에 해 

악하 다.

동열차 제 직무는 부록 2.2-7과 같이 총 20개의 직무로 분석되었고 20개 직

무 각각의 하부직무(세부 차)도 부록 2.2-7에 함께 정리하 다. 20개 직무는 직무1

∼직무14까지는 정상직무로, 직무15∼직무20까지는 비상직무로 분류할 수 있다.

제업무종사자는 KROIS(철도운 정보시스템), IRIS(철도통합정보시스템)를 통

해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KROIS를 이용하여 열차 운행

상황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는 모든 정상․비정상 직무에 기본 으로 포함되어 있

다. 각 역의 열차운용원은 KROIS를 통해 열차의 해당 역 통과시각을 입력하면 자

동으로 열차 조․지연 시분이 기록되게 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업무종

사자는 여러 열차의 경합여부를 경험에 의해 측․ 단하여 열차 운행정리에 이

용한다. 운 보안장치 이상이 있는 차량에 한 특인지시사항을 제업무종사자가 

KROIS로 작성하면 국의 모든 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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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부하 분석

앞서 악된 제업무종사자 직무를 상으로 NASA-TLX 방법을 사용하여 직

무부하 분석을 수행하 다.

NASA-TLX 방법을 사용한 직무부하 분석을 해 설문지를 작성하 다. 일반열

차 제업무종사자를 한 설문지와 동열차 제업무종사자를 한 설문지를 각

각 제작하 다. 설문지는 첫 장에 제업무종사자 경력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앞서 악된 직무에 해 각각 6개 항목(정신  요구량, 육체  요구량, 시간  요

구량, 노력, 직무 성취도, 당혹감)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평가자의 이해를 돕

기 해 설문지 작성 시를 제시하 으며, 한 페이지에 하나의 직무를 평가하도록 

제작하 다.

일반열차 제업무종사자 설문지는 150부, 동열차 제업무종사자 설문지는 38

부를 회수하 다. 일반열차 제업무종사자의 25개 직무에 한 NASA-TLX 분석 

결과는 표 2.2-19와 그림 2.2-21과 같다. 25개 직무에 한 NASA-TLX 평균값은 

64.5로 평가하 다. 상 인 부하가 가장 높은 직무는 “직무24 차량/열차 탈선”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차량/열차 탈선 치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복구 방법  기 기 투입 치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단하여야 하며 본

선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직무이므로 제업무종사

자 입장에서는 다른 직무에 비해 상 으로 부하가 높다고 평가한 것이라 단한

다. ‘차량/열차 탈선’ 직무 다음으로는 “직무19 사상사고”, “직무20 건 목사고”, “직

무25  장애”, “직무12 귀빈열차 운용” 순서로 직무부하가 높았다.

동열차 제업무종사자의 20개 직무에 한 NASA-TLX 분석 결과는 표 

2.2-20  그림 2.2-22와 같다. 20개 직무에 한 NASA-TLX 평균값은 65.8로 평

가하 다. 가장 상 인 부하가 높은 직무는 “직무 20 장애”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차는 그 특성상 일반열차와는 다르게 력의 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장애 발생시 장애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 발생하므로 제업무종사자로서는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것이라 

단된다. 장애 다음으로는 “직무15 사고발생시 기운용”, “직무16 사상사고”, 

“직무17 차량 장애”, “직무19 신호보안장치 장애” 순서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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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무명
직무부하

평균 값
표 편차

직무부하

순

1 단선구간의 교행 장소 변경 60.0 10.0 18

2 복선구간의 교차 61.2 9.9 16

3 피  피변경 61.7 9.5 13

4 운 순서 변경 61.5 10.8 15

5 가속/감속 운 63.5 10.0 11

6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착발 57.8 10.9 21

7 타   특발 61.6 12.4 14

8 착발선 변경 55.9 12.7 22

9 입･출고  시발열차 55.3 12.3 23

10 편성변경 62.3 11.9 12

11 선로지장작업 66.2 9.6 9

12 귀빈열차운용 72.2 9.5 5

13 열차다이어 기록 (열차보고) 54.2 13.5 24

14 스  입력 60.7 11.8 17

15 열차다이어 수정  출력 59.9 12.2 19

16 인계인수 52.1 13.7 25

17 KROIS  IRIS 58.4 12.0 20

18 민원 65.6 12.5 10

19 사상사고 76.2 7.4 2

20 건 목 사고 76.0 7.4 3

21 차량 장애 72.1 9.1 6

22 선로 장애 71.9 8.7 7

23 신호 장애 71.3 8.3 8

24 차량/열차 탈선 79.2 7.1 1

25  장애 75.3 8.1 4

표 2.2-19 일반열차 제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값



- 122 -

No. 직무명
직무부하

평균 값
표 편차

직무부하

순

1  입･출고  시발(주박) 열차 61.8 11.8 15

2  열차번호 확인  변경 65.2 12.3 11

3  선도 제 63.8 12.4 14

4  열차 간격조정 58.7 15.0 18

5  운행순서 변경시 인 선에 연락 61.7 12.9 16

6  속 64.8 10.0 12

7  임시 동열차 60.9 13.9 17

8  운 취  취약역 감시 64.0 13.4 13

9  동열차 지연 수보  입력 52.1 15.0 19

10  열차다이어 기록 51.3 15.0 20

11  민원 66.4 12.3 10

12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동작 67.6 10.0 8

13  선로지장작업 68.0 11.2 6

14  일반상황시 기운용 66.9 13.1 9

15  사고 발생시 기운용 78.1 7.93 2

16  사상사고 78.1 7.99 2

17  차량 장애 70.7 9.93 4

18  기교체 67.8 9.24 7

19  신호보안장치 장애 70.7 9.51 4

20  장애 78.3 8.77 1

그림 2.2-21 일반열차 제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결과

표 2.2-20 동열차 제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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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동열차 제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결과

(라) 직무부하 원인 요소

앞에서 기술한 NASA-TLX 기법은 정신  요구량(이하 MD), 육체  요구량(이

하 PD), 시간  요구량(이하 TD), 노력(이하 EF), 직무성취도(이하 PE), 당혹감(이

하 FR)의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을 

해 배포한 설문지는 각 직무마다 NASA-TLX 기법의 6개 평가항목 각각에 해 0

이상 100이하의 수에서 피설문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무부

하 원인요소 분석은 피설문자가 응답한 6개 평가항목 각각에 한 평균을 구하여 

얻을 수 있다. 표 2.2-21의 직무 No.24를 로 들어 설명하면 “차량/열차 탈선” 직

무의 MD에 해 150명의 일반열차 제업무종사자가 응답한 수의 합은 13,830

이며 이를 148(2명은 미응답)로 나  평균값은 93.4이다. 마찬가지로 “차량/열차 탈

선” 직무의 PD에 해 150명의 일반열차 제업무종사자가 응답한 수의 합은 

12,900이며 이를 148(2명은 미응답)로 나 면 87.2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4개 항목의 평균 값을 구하면 TD는 93.2, EF는 93.6, PE는 22.1, FR은 85.6

이다. 이를 큰 값을 가진 순서 로 나열하면 EF > MD > TD > PD > FR > PE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열차 제직무, 동열차 제직무 각각

에 한 NASA-TLX 6개 평가항목의 평균값이 큰 순서 로 정리한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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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명

직무

부하

평균

값

직무

부하

순

High Low

20  장애 78.3 1 EF TD MD FR PD PE

15  사고 발생시 기운용 78.1 2 EF TD/MD FR PD PE

16  사상 사고 78.1 2 TD EF MD FR PD PE

17  차량 장애 70.7 4 EF TD MD FR PD PE

19  신호보안장치 장애 70.7 4 EF TD MD FR PD PE

13  선로지장작업 68.0 6 EF MD TD PD FR PE

18  기교체 67.8 7 EF TD/MD FR PD PE

12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동작 67.6 8 TD EF MD FR PD PE

직무

No.
직무명

직무

부하

평균

값

직무

부하

순

High Low

24 차량/열차 탈선 79.2 1 EF MD TD PD FR PE

19 사상 사고 76.2 2 EF TD MD FR PD PE

20 건 목 사고 76.0 3 MD TD EF FR PD PE

25  장애 75.3 4 TD EF MD FR PD PE

12 귀빈열차운용 72.2 5 EF MD TD FR PD PE

21 차량 장애 72.1 6 TD EF MD FR PD PE

22 선로 장애 71.9 7 TD EF MD FR PD PE

23 신호 장애 71.3 8 TD EF MD FR PD PE

11 선로지장작업 66.2 9 EF MD TD PD FR PE

18 민원 65.6 10 EF MD TD FR PD PE

5 가속/감속 운 63.5 11 EF MD TD FR PD PE

10 편성변경 62.3 12 EF MD TD FR PD PE

3 피  피변경 61.7 13 EF MD TD FR PD PE

7 타   특발 61.6 14 MD EF TD FR PD PE

4 운 순서 변경 61.5 15 EF MD TD FR PD PE

2 복선구간의 교차 61.2 16 EF MD TD FR PD PE

14 스  입력 60.7 17 EF MD TD PD FR PE

1 단선구간의 교행 장소 변경 60.0 18 EF MD TD FR PD PE

15 열차다이어 수정  출력 59.9 19 EF MD PD TD FR PE

17 KROIS  IRIS 58.4 20 EF MD TD PD FR PE

6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착발 57.8 21 EF MD TD PD FR PE

8 착발선 변경 55.9 22 EF MD TD FR PD PE

9 입･출고  시발열차 55.3 23 EF MD TD PD FR PE

13 열차다이어 기록 (열차보고) 54.2 24 EF MD TD PD FR PE

16 인계인수 52.1 25 EF MD TD PD FR PE

2.2-21, 표 2.2-22와 같다.

표 2.2-21 일반열차 제직무에 한 직무부하 원인요소 분석 결과

표 2.2-22 동열차 제직무에 한 직무부하 원인요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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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명

직무

부하

평균

값

직무

부하

순

High Low

14  일반상황시 기운용 66.9 9 MD EF TD FR PD PE

11  민원 66.4 10 EF MD TD/FR PD PE

2  열차번호 확인  변경 65.2 11 EF TD MD FR PD PE

6  속 64.8 12 MD EF TD FR PD PE

8  운 취  취약역 감시 64.0 13 EF MD TD FR PD PE

3  선도 제 63.8 14 EF MD TD FR PD PE

1  입･출고  시발(주박) 열차 61.8 15 EF TD MD FR PD PE

5  운행순서 변경시 인 선에 연락 61.7 16 EF TD/MD FR PD PE

7  임시 동열차 60.9 17 EF MD TD FR PD PE

4  열차 간격조정 58.7 18 EF MD TD FR PD PE

9  동열차 지연 수보  입력 52.1 19 EF MD PD TD FR PE

10  열차다이어 기록 51.3 20 EF MD TD PD FR PE

표 2.2-21, 표 2.2-22에서 각 직무에 해 직무부하에 가장 향을 미치는 2개 항

목에 해서 음 으로 표시하 다.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의 개수는 일반열차 제

직무에서는 EF:24개, MD:20개, TD:6개이고 동열차 제직무에서는 EF:20개, 

MD:11.5개, TD:8.5개이다.

직무부하 원인 요소 분석 결과 제직무는 ‘노력’, ‘정신  요구량’, ‘시간  요구

량’에 의해 직무부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열차운용원

철도운 과 련된 안 업무 종사자는 운 업무종사자, 역장(열차운용원 포함), 

시설･ 기･차량의 정비  유지보수자, 제업무종사자 등이 있으며, 열차운 과 

련된 종사자는 운 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제업무종사자 등이 있다. 여기서 

열차운행과 직 으로 련된 종사자는 운 업무종사자로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  통제는 제업무

종사자가 하며, 열차운용원은 열차운 업무를 하는 운 업무종사자와 열차운행에 

한 지시  통제를 하는 제업무종사자 사이에서 열차운 에 한 정보를 달

해주는 간 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사원이며, 정거장(역, 신호장, 조차장)내

에서 열차 는 차량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조작취 , 객차나 화차를 열차 종

류별로 는 행선지별로 조성하는 입환작업시 선로 환기 환  호 시 등 실

제 열차(차량)운 에 련된 신호취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열차운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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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을 신하여 열차감시나 역구내 운 보안장치의 정상 기능 확보를 한 검 

등 열차안 운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열차운용과 련된 주요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있어 매우 요

한 업무를 하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사고의 경 은 취 자의 실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 한 커질 수 있다. 지 까지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 보더라도 열

차운행에 련된 업무종사자의 오류에 의해 사고로 나타나는데, 열차․차량탈선, 

, 손 등의 사고 부분이 역구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사고 한 운

업무종사자의 잘못도 있지만, 열차운용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열차운행과 련된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요건을 도출하기 해 역구내 

사고의 주요요인을 제공하는 열차운용원의 직무에 해 정확한 직무분석이 필요하

다.

(가) 직무특성

- 1. 행 유형  의사소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열차운용원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계획”, “확인”, “의사소통”, “작업”, “입력”의 

행 유형  의사소통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상을 분류한 결과 역과 

역 사이 열차취 을 하기 한 열차운용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열차를 취 할 때 인 역의 열차운용원 간에 폐색취 을 한 의

사소통이 많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열차운용원은 열차운행과 련 장의 상황을 

정확히 단한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운 제사에게 통고하며, 운 제

사의 운 정리 지시사항을 운 업무종사자에게 지시하는 정보 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행 유형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다.

- 2. 열차운용원 직무는 정보 달자이다.

열차운행과 직 으로 련된 종사자는 운 업무종사자로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  통제는 제업무

종사자가 하며, 열차운용원은 열차운 업무를 하는 운 업무종사자와 열차운행에 

한 지시  통제를 하는 제업무종사자 사이에서 열차운 에 한 정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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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간 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사자이다.

- 3. 열차운용원 직무는 계속 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인 역의 열차운용원과 계속 으로 폐색 화를 주고받아야 하고 KROIS에 열차 

통과시각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심지어 식사시간에도 조작  앞을 떠날 수가 없다. 

생리 상으로 인하여 자리를 떠날 경우에는 다른 군가는 그 임무를 신하여야 

한다.

- 4. 열차운용원 직무는 열차 안 운행에 있어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

정거장(역, 신호장, 조차장)내에서 열차 는 차량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조

작취 , 객차나 화차를 열차 종류별로 는 행선지별로 조성하는 입환작업시 선로

환기 환  호 시 등 실제 열차(차량)운 에 련된 신호취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열차운용원은 역장을 신하여 열차감시나 역구내 운 보안장치의 

정상 기능 확보를 한 검 등 열차안 운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나) 직무분석

1) 직무분석 범

앞서 제업무종사자 직무특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일 국에서 3.2건의 비

상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1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1,168건/년이며 이를 180명의 

제업무종사자로 나눠보면 1명의 제업무종사자가 1년에 약 6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숫자에는 사고/장애로 기록되지 않는 즉, 련 작업자가 

일을 완벽히 처리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

이므로 실제로 처리하는 비상상황은 매우 많아진다. 반면 장 역에서는 제업무

종사자에 비해 비상상황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 는 비상

직무까지 분석의 범 를 넓히기에는 정거장의 크기, 입환 작업량 등 해당 역의 특

수성에 따라 경우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의 

범 를 정상직무에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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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분석 방법

열차운용원 직무분석을 하여 역의 특성(입환취  여부, 여객취  여부, 피열

차 취  여부, 선로차단 공사 시행 여부, 고속  일반열차 통과 여부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역 에 한 역을 선정하 다.

열차운용원의 직무분석을 수행하기 하여 먼  “운 취 규정”, “운 취 세칙”, 

“운 보안장치  운 장표 취 지침”, “열차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지침”[2.2-40

∼43] 등의 열차운행에 련된 제반 규정  매뉴얼을 입수하여 숙지한 상태에서 

분석자가 열차운용원이 운 취  업무를 수행하는 운 실내에 상주하며 열차운용

원이 어떤 직무를 어떤 순서와 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지를 찰  기록하

고, 그 기록한 결과를 다시 열차운용원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수회 반

복하 다. 한, 그 게 도출된 분석 안을 열차운  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으로 10개의 정상직무와 그 세부 차를 악하여 부록 2.2-8에 정리하 다.

3) 직무의 행 유형

열차운용원이 10개의 정상직무  세부 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 유형

(action type)을 갖는지 분석하 다. 그 결과 행 유형은 “계획”, “확인”, “의사소

통”, “작업”, “입력”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계획”은 열차운   입환작업과 련된 취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 취  

지시자와 작업자 상호간의 조치 등에 해 사  비  의, “확인”은 KROIS, 

열차번호인식기, 조작반 등의 감시  확인, “의사소통”은 열차운용원, 운 제사, 

운 업무종사자 등과의 열차운행정보를 달하는 의사소통, “작업”은 조작반  선

로 환기 환 등의 취 , “입력”은 열차운행과 련된 운 정보  각종 지시사항, 

취 사항 등을 KROIS, 폐색 , 운 장표 등에 기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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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type

의사소
통

40%

계획
6%

확인
22%

입력
23%

작업
9%

의사소통 대상

기관사
23%

수송담당
역무원

4%

운전관제
사

14%
작업책임

자

5%

역장
2%

열차운용
원

52%

그림 2.2-23 열차운용원 행 유형 분석 결과

열차운용원의 기본 직무를 분석한 결과(그림 2.2-23 참조) 행 유형  의사소통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상을 분류한 결과 역과 역 사이 열차취 을 

하기 한 열차운용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열

차를 취 할 때 인 역의 열차운용원 간에 폐색취 을 한 의사소통이 많다는 것

을 잘 나타낸다. 열차운용원 다음으로 운 업무종사자(기 사), 운 제사의 순서

로 분석되었다. 열차운용원은 열차운행과 련 장의 상황을 정확히 단한 후 조

치를 취하여 하고, 이를 운 제사에게 통고하며, 운 제사의 운 정리 지시사

항을 운 업무종사자에게 지시하는 정보 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행

유형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다.

(다) 직무부하 분석

직무부하란 직무를 수행할 때 작업자가 심리 으로 느끼는 어려움 는 복잡함을 

의미한다. 열차운용원의 직무부하 분석은 이와 같은 작업자의 심리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데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NASA-TLX(Task Load Index) 방법을 사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열차운용원 설문지는 5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이용하 으며 열차운용원의 10개 

기본 직무에 한 NASA-TLX 분석 결과는 표 2.2-23  그림 2.2-24와 같다.

10개의 기본 직무에 한 NASA-TLX 평균 값은 59.0으로 평가하 다.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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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무명
직무부하

평균 값
표 편차

직무부하

순

1 입환 61.2 11.2 3

2 입환(보조업무) 60.1 10.6 4

3 통과열차 취 54.5 13.2 9

4 정차열차 취 58.9 12.2 6

5 임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62.2 9.5 2

6 정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59.2 10.7 5

7 선로차단공사 67.3 9.2 1

8 인수인계 50.4 12.2 10

9 검 57.3 11.2 8

10 행정 58.6 13.0 7

직무부하는 “직무7 선로차단공사”가 가장 높은 직무로 분석하 다. 그 이유는 부

분 야간에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안 을 해 공사 계자와 장비를 지속 으로 감

시해야 하며 반 선 운  취 인 경우에는 심 으로 느끼는 부하가 매우 높아지기

에 상 인 부하가 가장 높은 직무로 분석된 것이라 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5 임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 “직무1 입환”, “직

무2 입환(보조업무)”, “직무6 정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 순서로 분석되

었다. 정규 피열차보다는 임시 필열차가 더 직무부하가 높은 것으로 악되었

고 입환 업무 한 상 으로 직무부하가 높았다.

이와 같은 직무부하 분석 결과는 여러 역의 열차운용원의 응답한 결과를 토 로 

분석된 것이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단한다. 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무부하 

결과를 검토한 열차운용원들에 의하면 본인들이 평소 느끼는 직무부하 순서와 일

치한다는 의견이었다.

표 2.2-23 열차운용원 직무에 한 직무부하 평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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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열차운용원 직무에 한 NASA-TLX 평가 결과

(라) 직무부하 원인 요소

앞에서 기술한 NASA-TLX 기법은 정신  요구량(이하 MD), 육체  요구량(이

하 PD), 시간  요구량(이하 TD), 노력(이하 EF), 직무성취도(이하 PE), 당혹감(이

하 FR)의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운용원의 직무부하 분석을 해 

배포한 설문지는 각 직무마다 NASA-TLX 기법의 6개 평가항목 각각에 해 0이

상 100이하의 수에서 피설문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무부하 

원인요소 분석은 피설문자가 응답한 6개 평가항목 각각에 한 평균을 구하여 얻

을 수 있다. 표 2.2-24의 직무 No.7을 로 들어 설명하면 “선로차단공사” 직무의 

MD에 해 50명의 열차운용원이 응답한 수의 합은 4,060이며 이를 50으로 나  

평균값은 81.2이다. 마찬가지로 “선로차단공사” 직무의 PD에 해 50명의 열차운용

원이 응답한 수의 합은 3,560이며 이를 50으로 나 면 71.2이다. 이와 같은 방법

을 이용하여 나머지 4개 항목의 평균값을 구하면 TD는 76.6, EF는 84.4, PE는 

15.7, FR은 74.4이다. 이를 큰 값을 가진 순서 로 나열하면 EF > MD > TD > 

FR > PD > PE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열차운용원 직무 각각에 한 

NASA-TLX 6개 평가항목의 평균값이 큰 순서 로 정리한 결과는 표 2.2-2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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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열차운용원 직무명

직무

부하

평균

값

직무

부하

순

High Low

7 선로차단공사 67.3 1 EF MD TD FR PD PE

5
임시 피열차 피 후 통과

열차 취
62.2 2 EF MD TD FR PD PE

1 입환 61.2 3 EF TD MD FR PD PE

2 입환(보조업무) 60.1 4 EF PD TD MD FR PE

6
정규 피열차 피 후 통과

열차 취
59.2 5 EF MD TD FR PD PE

4 정차열차 취 58.9 6 EF MD TD FR PD PE

10 행정 58.6 7 EF MD TD FR PD PE

9 검 57.3 8 EF MD PD TD FR PE

3 통과열차 취 54.5 9 EF MD TD FR PD PE

8 인수인계 50.4 10 MD EF TD FR PD PE

표 2.2-24 열차운용원 직무에 한 직무부하 원인요소 분석 결과

표 2.2-24에서 각 직무에 해 직무부하에 가장 향을 미치는 2개 항목에 해

서 음 으로 표시하 다.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의 개수는 EF:10개, MD:8개, TD:1

개, PD:1개 이다.

직무부하 원인 요소 분석 결과 열차운용원의 직무부하는 ‘노력’, ‘정신  요구량’

에 의해 직무부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철도 산업의 안 업무종사자에 

한 인 오류 리 기술기 (안)을 제시하 다. 인 오류의 리는 보다 포 인 

인 요인 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본 기술기 (안)에서

는 보다 넓은 범 의 인 요인 반에 한 기술기 (안)을 정립하 다. 인 오류 

리 기술기 (안)의 ‘5. 사고  운  경험의 반 ’과 ‘7. 직무분석  직무부하 분

석’에 해서는 장에 용 가능한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지침(안)(부록 2.2-9 참조)”과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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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 관리 기술기준

제1조(목적) 본 기술기준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내 철도 산업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기술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전업무종사자”라 함은 철도종사자중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부기관사, 기장, 
장비운전원 등), 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 등),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자(열차운용원 등)를 말한다.  

  2. “인적오류”라 함은 작업자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에 의해 대중, 기기, 
환경에 대하여 의도한 목적과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그때의 행
위를 말한다.

  3. “인적오류 관리”라 함은 인적오류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오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오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오류의 발
생을 방지하거나 저감시키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도록 관리하는 제반 업무 전체를 말한다.

  4.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이란 작업자의 인적오류 발생 저감을 통한 전체의 안전 확
보를 위하여 사고 및 장애에 포함된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직무부하”란 작업자가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직무의 
어려운 정도(難度)를 말한다.

리에 한 시행지침(안)(부록 2.2-10 참조)”을 개발하 다.

인 오류 리 기술기 (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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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 ①철도 사업자는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를 체계적
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 사업자는 인적오류를 적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2.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위험도 관리 체계와 절차를 따른다.
   - 인적오류 관리의 목표 및 범위 결정
   - 회고적(retrospective) 및 예견적(prospective) 인적오류 분석
   - 인적오류 관리 분야 및 방법 결정
   - 분야별로 정의된 인적오류 관리 방법 시행
   - 인적오류 관리 수준 평가 및 감사
   -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

②철도 사업자는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1. 철도 사업자는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

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관리할 조직을 갖추고 이에 필
요한 전문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2. 인적오류 관리 전문인력은 철도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인간공학/안
전공학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인적오류 관리의 목표 및 범위 결정) ①국가의 안전목표 및 철도 안전목표에 부
합하는 인적오류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실현 가능해
야 하며, 정량화가 가능해야 한다.

1.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국가적인 철도 안전목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통계자료의 분석 결과와 위험

도분석 결과, 그리고 안전관리 활동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야 한다.

3.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지속적인 안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하고, 철도 
산업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②인적오류 관리 범위는 운전 경험 자료와 위험도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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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적오류 관리 목표의 달성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1. 단기적으로는 앞서 정의한 안전업무종사자를 관리 대상으로 하나, 장기적으

로는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의 경험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관리 대
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리 범위는 상기 관리 대상자의 선발, 자격, 업무적성 평가, 교육/훈련, 조직, 
직무 관련 시스템, 그리고 모든 정상직무와 비정상/비상 직무를 대상으로 한
다.

제5조(사고 및 운전 경험의 반영) ①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철도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운행장애, 운전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

1. 안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사고 및 운행장애를 포함한 국내외 철도 산업의 모
든 운전 경험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2. 근본 원인이 파악되고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
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3. 안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모든 운전경험은 관련자들에게 전파 교육되어야 한
다.

②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의 분석은 인적오류의 원인 파악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 인
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현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 및 분석에서 ‘취급부주의’가 원인으로 분류되
면, 인적오류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적오류의 분석 대상은 앞에서 정의한 안전업무종사자를 1차 대상으로 하
되, 장기적으로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원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3. 인적오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적행위
개선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의 원인, 발생 과정 및 결과를 추적, 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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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요소(작업자 관련, 직
무관련 작업환경 관련, 조직관련)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의 유형 및 다양한 원인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분석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발생한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체계
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은 철도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사고나 운행장애를 직접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나 운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
었던 경험을 비롯하여 지침/규정의 준수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문제
점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은 보고자의 익명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
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2. 보고된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교훈이나 개선책
을 현장에 전파하여야 한다.

3. 분석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문제점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
어 긴급히 전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전파할 수 있어
야 한다.

제6조(위험도 관점에서의 안전기능 및 인적오류 분석) ①위험도분석 정보를 근거로 안
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안전기능과 인적오류를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주요 사고 시나리오와 관련된 안전업무종사자, 관련 안
전기능 및 직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오류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발생 가능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인적오류의 파악과 평가에는 적절한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간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업무종사자

의 인적오류의 유형과 발생 메커니즘 및 오류영향인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인간신뢰도분석은 철도 사고 및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업무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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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위험도분석과 인간신뢰도분석을 근거로 사고의 방지 및 대처 관점에서 취약한 안
전기능 및 관련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제7조(직무분석 및 직무부하 분석) ①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
에 대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안전업무종사자의 정상, 비정상, 비상 직무의 유형과 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직무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유형과 상황별로 직무부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평가에는 모든 일상 업무와 비상시 업무를 포함해야 
하며, 체계적인 직무부하(업무량 평가) 평가를 통하여 취약한 직무를 파악하고 적합
한 수준 이하로 직무부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①안전업무종사자의 주요 직무에 관련된 모든 인
간-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안전업
무종사자와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것이 인적오류의 유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제9조(절차서 개발 및 관리) ①안전업무종사자의 모든 주요 직무에 대하여 수행 절차
서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상대응절차서를 포함하는 모
든 절차서는 인간공학 원칙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이해하
기 쉽고, 명확하며, 사용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모든 절차서는 “인적요인 측
면의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지침”에서 정한 바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 ①사업자는 안전업무종사자
의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
여야 한다. ②인적오류 관리의 이행 상태와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리 프로그램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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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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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기   지침 개발

1. 연구수행 방법  차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에 한 연구는 자격 리활동이 철도안 에 미치

는 향 계를 모형화하여 이론 인 체계로 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산업은 

고신뢰도 체계(high-reliability system)로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이론만으로는 철도 시스템 반에 한 이해가 실 으로 불가능하다. 

o  철도산업은 형 시스템으로 작은 원인으로 큰 사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

며, 국민의 심도 매우 크다. 

o  철도산업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희귀사고(rare event)로 사고에 한 정보나 기

이 부족하며, 사고 방을 한 학습이나 의사결정이 어렵다. 

o 철도산업은 착체계(tightly-coupled system)이면서 동시에 복합체계(complex 

system)로서 모든 부분(part)은 체(body)와 복잡하게 연 되어 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특성 때문에 존하는 자격 리활동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한 장 문가의 활용, 타 고신뢰도 산업과의 비교연구, 그리고 국외 철도선진국

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국내 철도산업의 실에 맞는 자격 리체계에 근을 시

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활동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고, 그 요건들의 상호 계를 정립하여 자격

리 모형을 설정한 후, 자격 리 지침을 개발하는 체계  방법을 용하 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지침을 개발하기 해 그림 2.3-1의 

연구방법  차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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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연구 방법  차

먼  본 연구는 행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자

격 리활동의 원칙을 기반으로 행 국내 철도산업의 자격 리활동에 한 다음 

세 가지 측면의 검토를 수행하 다.  

o 자격 리활동의 원칙 1: 자격 리활동은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방에 

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검토방안: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향인자(Error Shaping Factor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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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s)와 자격 리의 계 검토

o 자격 리활동의 원칙 2: 자격 리활동은 안 도 측면에서 요한 운 직무에 

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검토방안: 철도 안 도 측면의 요 직무와 자격 리의 계 검토

o 자격 리활동의 원칙 3: 자격 리활동은 체계 인 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체계 인 계층구조에 의해 수 별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방안: 국내외 철도  타산업의 자격 리활동 차  계층구조에 따른 수

(level)별 리 황 비교검토

이상 세 가지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첫째,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자격

리활동 체계  황을 분석을 통해 인 오류 향인자에 따른 자격 리 요건의 

련성을 분석하 다. 둘째, 국내 철도 사고사례 분석과 운  직무분석을 통해 험

도 측면에서 요한 운 직무를 도출하고 자격 리활동과의 계를 분석하 다. 셋

째,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자격 리활동의 차 비교를 통해 체계 인 자

격 리 차와 계층구조에 따른 수 별 리체계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행 자격 리활동의 성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운 업무종사

자의 기본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 으며, 정부와 각 철도운 사의 자격 리활동 

문가의 평가를 통해 자격 리 요건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다음으로 도출된 기본 자격 리 요건을 바탕으로 자격 리 모형을 설정하 다. 

자격 리 모형은 자격 리의 계층  구조에 따른 차와 각 차별 자격 리활동

을 포함하고 있다. 자격 리 모형은 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술기  안을 도출하

는 데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기술기  안에 해 이론  실험  

검증을 수행하 다. 한 자격 리 모형의 실 용성을 검토하기 해 행 자격

리체계에 한 제도시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자격 리 모형을 바탕으로 각 자격 리활동에 한 세부 리

지침을 지침서의 형태로 개발하 으며, 자격 리 문가의 검토  장 용성 검

토를 통해 지침서를 수정․보완 되었다. 지침서는 자격 리활동의 주체인 정부와 

각 철도운 사에서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자격 리활동의 당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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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참고정보를 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가. 자격 리 요건 도출

(1) 인 오류 향인자(ESFs)와 자격 리 요건의 련성 분석

행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활동의 성을 검토하기 해 우선 국내 철

도산업의 자격 리활동이 인 오류 방에 을 두고 있는 지 확인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인  오류를 활발하게 리하고 있는 민간 항공, 공군, 그리고 원자력 산

업과 국내 철도 산업을 ESFs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활동의 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국내 민간항공과 공군은 1970년 부터 CRM(Crew Resource Management)를 통

해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를 감하기 한 리  근을 시도하여 오늘날 

TEM(Team Error Management)의 개념으로 개인의 오류를 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국내 원자력발  산업은 Three Mile Island(TMI) 

사고(1979) 이후로 인 오류에 한 심을 갖고 인 오류 방을 한 극 인 

리활동을 수행하 다. 한 미국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에

서 개발한 HPES(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를 한국형으로 개발

하여 사용 인 인 오류 사례분석시스템(K-HPES)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 노력

하고 있다. 

ESFs는 Swain(1983)의 PSFs(Performance Shaping Factors)에서 인 수행도 인

자를 인 오류 인자로 체하여 사용되는 인  오류 향 인자로 정의된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장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ESFs 분

류체계를 근간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한국원자력연구원, 1994). 

ESFs는 분류 4개, 분류 12개, 그리고 소분류 76개의 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표 

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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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ESFs 분류 체계

분류 분류 소분류

운 업무종사자 

특성 요인

(3)

신체  요인

(4)

연령의 합성

감각조건

신체조건

운동능력

정신  요인

(9)

성격의 합성

운행작업태도

소속감

운 업무종사자의 책임성

훈련상태

운행작업지식

운행작업경험

약물복용 정도

수면정도

심리  요인

(8)

운행작업동기

감정상태

피로의 정도

심리  불안의 정도

고통의 정도

배고픔/갈증의 정도

자신감

운행작업에 한 만족감

운  작업

특성 요인

(3)

장비 특성 요인

(3)

조정장치

정보표시장치

경보장치

물리  직무

특성 요인

(9)

운행작업시작의 작성

운행작업기간의 합성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운행작업방법의 합성

빈도  반복성의 횟수

계산  요건의 횟수

운행작업시간/휴식시간 비율

직무설계의 합성(동 /단계 )

정보궤환의 유무

인지  직무

특성 요인

(10)

운행작업부하의 정도

운행작업의 험도

단조로움/의미성의 정도

주의  경계정도

지각요건의 합성

운동요건의 합성

선행요건의 유무

해석요구정도의 합성

기억(장기/단기기억)요구 정도

암시의 불일치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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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운  작업

환경 요인

(3)

물리  환경

요인

(8)

주변소음

기계  진동

조명

온도

습도

기조건  기후

운행작업공간 배치의 합성

기압력

화학  환경 요인

(3)

기 실 환기

방사선

기 실 청결정도

상해 요인

(3)

상해 방 유무

보호  안 장비 유무

자동화의 정도

철도산업 

조직상의 요인

(3)

철도운 사

련 요인

(11)

일반  철도사업 환경

회사경 의 목표

철도운 사 자체의 문화

철동운 사 장의 경 스타일

노사 계

운 업무종사자의 철도운 사에 한 인식

운 업무종사자들의 사기

운 업무종사자 훈련 정책

운 업무종사자의 포상  승진정책

임 수

기술지원 정도

부서 련 요인

(5)

부서장의 경  스타일

운행작업부서간의 의사소통  력

운행작업  인사정책의 일 성

발언의 자유

구성원들의 유 계

운  련 요인

(3)

구조의 합성

운행작업 에 한 경 자의 지원  지지 
정도

의 사기

철도 운 업무종사자, 원자력발 소 운 원, 민간항공 조종사, 그리고 공군 조종

사는 안 업무종사자로 통칭될 수 있는 직무 수행자로, 직무 수행도(task 

performance)와 안 성(safety)이 직결되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 산

업에 비해 원자력 발 , 민간 항공, 그리고 공군은 일 이 체계 인 안 리 시스

템을 구축하여 체계 인 인 오류 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별 문가의 평가를 통해 국내 철도 산업과 타 산업과 

비교하여 인 오류에 기반을 둔 자격 리가 체계 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에서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자격 리  평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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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는 해당 분야 문가를 상으로, 직무자격 리 요건과의 련성 평가

를 ESFs 기반으로 실시하 다. 문가 군는 철도, 원자력발 , 민간항공, 그리고 

공군분야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되었다.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발생요인을 심으로 ESFs와 각 산업별 자격

리 요건과의 련성 정도를 Likert 5  척도로 각 분야 문가들이 평가하 다. 

ESFs가 자격 리 요건과의 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면, 해당 ESFs는 자격 리 

측면에서 매우 요하게 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공군에서 

ESFs  ‘연령의 합성’과 자격 리 요건 의 성이 높게(5 ) 나타났다면, 공군

의 경우, 자격 리 항목으로서 연령을 매우 요하게 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평가 결과, 총 76개의 ESFs 소분류  64개가 타 산업의 체계와 비슷(0)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7개가 타 산업에 비해 철도산업의 자격 리체계가 미흡(-1)한 것으

로 나타났고 5개가 타 산업에 비해 철도산업의 자격 리체계가 매우 미흡(-2)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2.3-2 참조). 

6.6% 9.2%

84.2%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미흡(-2) 미흡(-1) 비슷(0)

      비슷(0): 타 산업과 철도산업의 평가 수 차이가 없음     

      미흡(-1): 타 산업에 비해 철도산업의 평가 수가 -1  낮음

      매우 미흡(-2): 타 산업에 비해 철도산업의 평가 수가 -2  이상 낮음

그림 2.3-2. ESFs와 자격 리 요건의 련성 평가 결과

이상의 결과는 국내 철도산업의 자격 리활동이 항공, 공군, 그리고 원자력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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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s 항목 련 자격 리 요건 개선 방안

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발성의 정도
⋅ 성검사 해당 없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서의 정신 , 물질  만족정도
⋅ 성검사 해당 없음

조정장치에 한 운 업무종사

자의 육체 , 감각  특성
⋅신체검사 해당 없음

표시장치에 한 운 업무종사

자의 육체 , 감각  특성
⋅신체검사 해당 없음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

소통 능력

⋅ 성검사

⋅운 면허 교육훈련

 단 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내용의 반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차에 한 순응

⋅운 면허 교육훈련

⋅안 교육

직무 차 수에 한 안

교육 내용  련 사례학습 

반

한 인 오류 리  근율이 약 84%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의 항목에 해서

는 인 오류 방을 한 자격 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o 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발성의 정도(-1) 

o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의 정신 , 물질  만족정도(-1)

o 조정장치에 한 운 업무종사자의 육체 , 감각  특성(-1)

o 표시장치에 한 운 업무종사자의 육체 , 감각  특성(-1)

o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2)

o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차에 한 순응(-1)

o 운 업무 수행을 한 작업공간(기 실)의 청결 리(-1)

o 운 업무 수행을 한 작업공간(기 실)의 유해인자(-1)

o 운 업무 수행과 련한 규제 수(-2)

o 운 업무종사자의 안 의식이나 문화(-2)

o 운 업무 수행을 한 교육훈련 정도(-2)

o 운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소속감 등의 사기(-2)

이상 12개의 ESFs 항목은 타 산업에 비해 철도산업이 인 오류 측면에서 자격

리활동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 항목이다. 따라서 상기 12개의 항목에 한 자격

리활동의 개선방안을 다음 표 2.3-2와 같이 마련하 다. 

표 2.3-2. 자격 리활동의 개선방안



- 147 -

운 업무 수행을 한 작업공

간(기 실)의 청결 리

⋅ 성검사

⋅운 면허 교육훈련

기 실의 청결 리를 교육내

용 반

운 업무 수행을 한 작업공

간(기 실)의 유해인자
⋅해당 없음

유해인자 리 방안을 안

교육에 반

운 업무 수행과 련한 규제 

수

⋅ 성검사

⋅안 교육

규제 수에 한 안 교육 

내용  련 사례학습 반

운 업무종사자의 안 의식이

나 문화
⋅안 교육

안 의식이나 문화를 매 안

교육 마다 측정하여 리

수 을 규정

운 업무 수행을 한 교육훈

련 정도

⋅운 면허 교육훈련

⋅실무수습교육

⋅안 교육

교육훈련 기반의 운 업무종

사자 자격 리 강화

운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소

속감 등의 사기

⋅ 성검사

⋅안 교육

운 업무종사자의 사기를 향

상시키기 한 워크 훈련

을 안 교육에 포함

(2) 운  직무특성 분석

운  직무특성 분석은 직무 난이도 분석과 인 오류 사고사례 분석으로 구분된

다. 직무 난이도 분석은 국내외 철도 운 업무종사자  타 련 산업 안 업무종

사자의 직무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 리활동 측면에서 요 직무를 도출하는 방법

으로 수행되었다. 인 오류 사고사례 분석은 국내 운 업무종사자 련사고  장

애의 인 오류 원인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도출된 요 직무와 사고  장애의 

인 오류 원인은 자격 리활동에 필요한 기  요건으로 반 되었다.  

먼  직무 난이도 분석은 국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국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분석 결과는 정상조건, 고장조건, 그

리고 비상조건에서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를 차에 따라 상 직무와 하 직무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직무 특성 분석은 직 운 업무종사자 30명을 

상으로 각 세 가지 직무조건별 직무내용에 한 주  직무 난이도를 분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요 직무로 도출하 다. 한 응답에 한 정규성을 확인하

기 해 P-P plot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 모두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정규 P-P plot은 본 보고서 부록 2.3-2에 수록하 다.

평가 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평균나이 34세, 평균 직  4.5 (약 6년 정도 운

업무종사자 근무)이며, 학력은 부분 졸로 나타났다. 직무 난이도 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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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난이도 
순

비고

주행방향 후반부 기 실 
설정

수동 이크 검 4.42 1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인

선로 괴 취약구간 확인 4.41 2

선로변  선로상의 지
장물, 통행자 감시

열차 성능에 따른 차 용 4.36 3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상된 선로와 상이한 선로로 진행 4.33 4

표 2.3-3과 같이 Likert 5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각 직무 난이도에 한 수를 1

～5 까지 주었다. 직무 난이도 수에 한 지표는 다음 표 2.3-4와 같다

표 2.3-3 직무 난이도 평가 

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N/A
1 2 3 4 5

-5.5 이크 설정 확인 -5.5.1
최  이크 스텝을 밟

아 확인
√

 

표 2.3-4 직무 난이도 지표

직무 난이도
N/A

1 2 3 4 5

직무가 매우 

단순하고 쉽다.

직무가 비교  

단순하고 쉬운 

편이다.

그  그 다.

직무가 비교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직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해당 

직무가 

아니다.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운 업무종사자의 경력 

수 에 따라 각 세부 직무에 한 난이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운 업무 경력에 계없이 직무 난이도가 높게 평가된 세부 직무를 

자격 리를 한 요 직무로 도출하 다. 요 직무는 정상, 고장, 그리고 비상조

건에 따라 구분되며, 각 조건마다 직무 난이도 수가 평균 4.0이상인 경우에 한하

여 자격 리 상 직무로 선정하 다. 자격 리 상 직무로 도출된 요 직무의 

는 표 2.3-5와 같으며, 각 조건별 직무 난이도 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 부록 2.3-1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2.3-5 요 직무의 (정상조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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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난이도 
순

비고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분기기에서 정지신호 확인 4.33 5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인

반 편 운 조건 확인(비정상 운행조
건)

4.32 6

선로인 공사 확인 방장애시 경 작동과 응 감시 4.28 7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주행신호와 연계된 변경신호 확인 4.28 8

선로변  선로상의 지
장물, 통행자 감시

한 조치 수행 4.25 9

선로인 공사 확인 방선로 감시 4.24 10

오류유형 기호 세부 유형 정 의

 계획오류 

(Planning 

error)

 P1 Incorrect plan
계획  작업 비는 수행하 으나, 실제 작

업에 맞지 않는 계획이었음.

 P2 Incomplete plan
계획  작업 비는 수행하 으나, 완 하지 

못한(부분  락/불충분) 계획이었음.

이상의 직무 난이도 평가를 통해 도출된 요 직무는 자격 리 상 직무로서 해

당 직무별로 철도분야 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 리 요건 도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문가의 의견은 교육훈련, 실무수습교육, 그리고 안 교육 요

건을 통한 자격 리활동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상시 운 은 운 면허 

교육훈련으로, 고장시 운 은 실무수습교육으로, 그리고 비상시 운 은 안 교육으

로 요 직무에 한 안 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요 직무를 운 면허 교육훈련, 실무수습교육, 그리고 안

교육 요건에 반 하 다. 

사고  장애의 인 오류 원인분석은 한국철도공사의 2004년과 2005년의 사고⋅

장애 자료  운 업무종사자가 련된 총 78건을 상으로 실시하 다[52]. 사고

⋅장애 자료에 한 인 오류 원인분석을 한 인 오류 분류체계는 1992년 

Embrey[9]에 의해 제시된 PHEA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계획오류(planing 

error), 확인오류(checking error), 작업오류(operation error), 그리고 의사소통 오류

(communication error)로 구분하 으며, 표 2.3-6과 같이 각 오류유형은 3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06). 

표 2.3-6. 인 오류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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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 세부 유형
사고  

장애율(%)

자격 리

련 요건

 계획오류

(Planning error)

부정확 계획(Incorrect plan) 2.56 -

미완성 계획(Incomplete plan) 1.28 -

계획 생략(Missed plan) 19.23 ⋅교육훈련

확인오류

(Checking error)

부정확 확인(Incorrect check) 10.26 ⋅ 성검사

미완성 확인(Incomplete check) 10.26 ⋅ 성검사

오류유형 기호 세부 유형 정 의

P3 Missed plan 계획  작업 비가  이루어 지지 않음

확인오류 

(Checking 

error)

C1 Incorrect check
확인은 하 으나, 잘못(그릇되게) 확인한 경

우(상태 비정상→정상으로, 신호 오인 등)

C2
Incomplete 

check

확인은 하 으나, 부분 으로 락  불충

분한 확인

C3 Missed check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작업오류 

(Operation 

error)

O1 Incorrect action 조치를 했으나, 잘못(그릇되게)한 조치

O2
Incomplete 

action
조치의 부분  락  불충분한 조치

O3 Missed action
조치가  행해지지 않음; 요구되는 조치

시간 내에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오류 

(Communicati

on error)

T1
Incorrect 

Communication
의사소통 내용이 부정확함

T2
Incomplete 

Communication
부분 인 락  불완 한 의사소통

T3
Missed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사고⋅장애의 인 오류 원인 분석 결과, 작업오류

(48.72%), 계획오류(23.08%), 확인오류(20.51%), 그리고 의사소통오류(7.69%) 순서

로 나타났다. 한 인 오류 세부 유형별 사고⋅장애율에 따른 자격 리 련 요건

은 철도 문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표 2.3-7과 같이 분석되었다. 자격 리 

련요건은 세부 유형별 사고⋅장애율의 80%를 기 으로 Missed action(24.36%), 

Missed plan(19.23%), Incorrect action(16.67%), Incorrect check(10.26%), 그리고 

Incomplete check(10.26%)을 기 으로 도출되었다. 철도 문가는 철도 운 업무종

사자 자격 리활동의 주체인 정부 리자 1명, 철도 운 사의 안 리 담당자 1

인, 그리고 문 교육훈련기 의 교수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해당 분야에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었다.

표 2.3-7. 세부 유형별 사고⋅장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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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 세부 유형
사고  

장애율(%)

자격 리

련 요건

확인 생략(Missed check) 0 -

작업오류

(Operation error)

부정확 행동(Incorrect action) 16.67 ⋅실무수습교육

미완성 행동(Incomplete action) 7.69 -

행동 생략(Missed action) 24.36
⋅교육훈련

⋅실무수습교육

의사소통오류 

(Communication 

error)

부정확 의사소통

(Incorrect Communication)
3.85 -

미완성 의사소통

(Incomplete Communication)
3.85 -

의사소통 생략

(Missed Communication)
0 -

그림 2.3-3 인 오류 유형별 사고⋅장애 건수(2004∼2005년)

그림 2.3-3과 표 2.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오류  수행해야 하는 작업 

차를 생략하여 발생하는 오류(missed action)가 24.36%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철도 문가의 공통된 의견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오

류로 밝 졌다. 다음으로 계획 단계에서 작업 차를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

류(missed plan)가 19.23%로 교육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오류로 밝 졌다. 

한 작업 에 특정 작업 내용을 잘못 수행하여 발생하는 오류(incorrect action)가 

16.67%로, 실무수습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 오류 원인이 높게 분석된 5개의 세부 인 오류 유형(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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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incorrect check, incomplete check, incorrect action, missed action)과 련된 

사항을 모두 자격 리 요건으로 도출하 다.  

(3) 차  요건 분석

본 연구는 국내외 철도산업  국내 타 산업의 자격 리 체계  요건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철도산업의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기 해 수행되었다.

먼  국내외 사례조사는 다음 표 2.3-8과 같이 국내외 철도와 국내 원자력  항

공 산업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각국  타 산업의 모든 자격

리 요건을 국내 철도산업을 기반으로 자격 리 항목으로 구분하 다. 자격 리 

항목 별로 자격 리 요건 리  평가 차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국내 체계를 기

반으로 다품목공정도(multi-product process chart)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표 2.3-8 사례분석 상  계 법령

상 산업 상 국가 계 법령 비고

철도

우리나라 철도안 법 제10조 - 제24조

미국 US Code 49, Part 240

EC 회원국

국
Railways Act, 1993

Railway Safety Case, 1994

독일 일반철도법(AEG)

랑스
운 사 자체규정

(철도안 일반규정, RGS)

스웨덴 Railway Safety Act, 1990

일본 철도사업법, 철도 업법

원자력
우리나라 원자력법

미국 US Code 10, Part 55

항공
우리나라 항공법

미국 Johnson Space Center 자체 규정

한 공정도를 작성하기 해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항목을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토 로 다음 표 2.3-9와 같이 13개 항목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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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국내외 철도산업의 자격 리 항목

요건 항목 설 명

1. 기본요건
응시 기본자격으로 학력, 나이, 공 등과 같은 면허 시험응

시를 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

2. 기 시험

청력, 시력, 손재주, 기 체력, 기억력 테스트, 약물 독 테스

트 등으로 운 업무종사자의 기본 자질을 시험하는 과정

(‘요건 4’의 성검사와 복되는 시험 항목은 성검사로 간

주함.)

3. 신체검사 운 업무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신체요건을 검사

4. 성검사 운 업무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성요건을 검사

5. 장직원

선로 리, 신호 리, 차장 등의 장 실무 요원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장 직원 에 운 업무종사자 지원자를 시험과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과정

6. 이론(학과) 교육
면허시험  이론시험을 비하도록 이론시험 항목을 상세히 

교육시키는 과정(정  교육훈련)

7. 장(기능) 교육
면허시험  실기시험을 비하도록 실기시험 항목을 상세히 

교육시키는 과정(동  교육훈련)

8. 필기시험
운 업무종사자 필기시험(각국마다 면허 종류에 따른 시험 

과목 상이)

9. 실기시험
운 업무종사자 실기시험(각국마다 면허 종류에 따른 시험 

과목 상이)

10. 실무 수습교육

운 업무종사자 면허를 취득한 후 실무운행을 차질 없이 수

행할 수 있도록 이론  장 실습교육(정   동  교육 

포함)

11.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시험

고속철도만을 운행할 수 있는 특수면허 시험

(고속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면허시험의 이론  실기시험과

는 차별화된 별도의 시험을 의미함.)

12. 운행 합성 검

사
매 운행  운행의 합성 테스트(음주, 숙면정도, 건강상태 등)

13. 정기 자격검정

면허 갱신을 한 정기 신체  성 검사, 정기 인 안 교

육, 운 업무종사자 자격을 정기 으로 검증하기 한 자격검

정 시험 등

이상의 13개 자격 리 요건을 기 으로 차분석은 다음과 같은 비교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o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국외 철도 운 업무종사자

o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국내 타 산업 안 업무종사자

o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국외 타 산업 안 업무종사자

차분석 결과는 그림 2.3-4와 같다. 한  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격 리 검토

요건은 표 2.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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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검토 요건 비고

1 기본요건

 - 면허 응시 자격으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요건(조

종사)

 - 면허시험 응시자에 한 장 근무 요건(미국 원

)

2 기 시험
 - 학력 요건과 기 시험 요건의 최  조합 

 - 기 체력 시험을 통한 체력 요건(미국 철도)

정신  

요건과 

 :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로 변경할 경우

※ 동일 번호는 차 순 가 없다는 뜻임.

그림 2.3-4. 차 분석 결과

표 2.3-10 차분석 결과를 통한 자격 리 검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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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검토 요건 비고

 - 기억력 시험 등의 정신  요건( 국 철도) 성검사

3 신체검사  -
별도연구 

수행

4 성검사  -
별도연구 

수행

5 장직원  - 장직원 고용 이후 응시자격부여(미국 철도)

6 이론교육  - 이론 교육 후 면허 시험(공통)

7 기능교육  - 기능 교육 후 면허 시험(공통)

8 필기시험  - 면허 종별 필기시험(공통)

9 실기시험  - 면허 종별 실기시험(공통)

10 실무 수습교육  - 면허 취득 후 실무 수습교육(철도산업 공통)

미국은 

장 직원 

채용

11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시험

 - 운 업무종사자 면허 소지자  고속철도 운 업무

종사자 시험(한국, 일본)

12 운행 합성 검사  - 운행  합성 검사(철도산업 공통)

13 정기 자격검정

 - 면허 취득 후 운행 경력에 따른 자격검증(면허갱

신)

 - 보수교육(자격검정을 한 교육)과 재교육(정기 

자격유지를 한 교육)을 구분하여 실시(국내 

원 )

표 2.3-10의 차분석을 통한 검토요건은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평가 체계에 

한 차(순서)상의 요건이다. 즉, 자격 리 차나 공정을 국내 철도산업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 과 차이 을 검토요건으로 도출하 다. 각 국의 철도운 업무종사

자 자격 리에서 공통 으로 용되는 요건은 기본요건, 필기시험, 실기시험, 운행

합성 검사, 그리고 정기 자격검정의 5가지 항목이었으며, 국내 철도운 업무종사

자와 국내 타 련 산업 안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에서 공통 으로 용되는 요

건은 기본요건,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3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분석은 자격 리를 한 개별 요건의 요구사항이나 구체 인 내용의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건 분석 과정, 즉, 리 기   내용에 

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인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국내외 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타 련 산업 안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요

건 리 기   세부 내용을 13개의 요건에 따라 구체 으로 비교분석하 다. 비

교분석은 표 2.3-11의 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되었으며, 비교분석 내용은 본 보고

서 부록 2.3-3에 기술하 다. 한 비교분석 결과는 자격 리 요건의 도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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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2.3-11 자격 리 요건 비교표( )

구

분
요건 한국 미국 EU 통합모형 … 검토 요건

1
기본
요건

-결격사유

1. 20세 미만인 자

2.정신병자․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마약․ 마․향정신성

의약품 는 알콜 

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운 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에 

있는 자

- 장요원(Yard 

Engineer)이 되기 

한 요건

1. 만 18세 이상

2.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GED(검정고시)를 

취득한 자

3. 좋은 시력, 청력의 

소유자

4. 시각 반응에 

히 행동하는 자

5. 손재주, 기계에 

한 상식을 가진 자

6. 좋은 체력을 가진 

자

- 과 없는 자

-9년 이상의 

등교육을 받은 자

-기술직업학교에서 

2～3년 교육을 받은 자

-실습생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A형(엔진을 

shunt하고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 자격은 

18세, 나머지는 21세 

이상인 자
…

-  결격사유 유지

-학력 요건 검토

(4) 자격 리 요건 도출

본 연구에서는 ESFs와 자격 리 요건 련성 분석, 운  직무특성 분석, 그리고 

차  요건 분석을 통해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 으며, 문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자격 리 요건에 한 각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다. 

일반 으로 FGI는 소비자 마  조사기법으로 리 활용되며, 일정한 자격기 에 

따라 소수(6명∼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별로 조사 목 에 

맞는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론이다. 

문가 FGI는 장 문가, 학계 문가, 그리고 리 문가 그룹, 이상 세 분야

의 문 원 그룹을 구성하여 수행되었다. 장 문가 그룹은 철도 운 사의 안

리 담당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선정되었다. 학계 문가 그룹은 철도

학 교수  철도 문 학원 교수로 선정되었다. 리 문가 그룹은 정부 산하 

기 에서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인 자로 선정되었다. 이상의 문 원 그룹은 자격 리 요건에 한 검증 평가를 

실시하 다. 검증 평가는 자격 리 요건별로 본 연구기 의 검토의견에 한 문

가 그룹의 평가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검증 평가지 는 표 2.3-12

와 같으며, 세 그룹의 검증평가 결과는 부록 2.3-4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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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2. 검증 평가지 

구분 자격
요건 행 제도 검토의견(경희 ) 평가란

1
기본

요건

-결격사유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

병자
3.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

하는 자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운 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유지
-학력 요건 검토
-실무 경력 요건의 한정  
추가 검토(무경험자는 장 
직원 과정 이후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거나 면허
시험 응시자격으로 철도
장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OK
□ Discrepancy

Comments:

문가 그룹의 검증평가 내용은 자격 리 요건의 수정  보완을 활용되었으며, 

문가 그룹 의견의 반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충되는 의견은 각 그룹의 이해 계를 고려하여 학계 문가 그룹을 상

으로 재평가한다. 학계 문가 그룹은 기  간의 이해 계와 련 없는 제3자 그룹

이다. 

둘째, 검증 안으로 도출하여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미결사항으

로 반 하여 추후 기술기  안으로 채택한다. 를 들어 ‘자격검증의 필요성 검

토’는 본 연구기 의 의견으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기술기  안

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문가 그룹에서 안을 제시한 경우, 다른 문가 그룹에게 재평가를 요구

하여 해당 안에 한 검토의견을 추가로 반 한다. 를 들어 ‘객  평가가 가

능한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능시험’은 리 문가 그룹의 재평가 결과

를 반 하여 실 용 가능성에 한 평가 의견을 반 하 다. 

이상의 세 가지 의견 반  기 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 자격 리 요건은 국

내 행 제도에 반 되어 있지 않거나 시행되고 있더라도 제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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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요건

행 철도안 법은 만20세 미만,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자, 그리고 운 면허

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운 업무종

사자의 경우 최소 학력  련 공에 한 실증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실무 경력 요건에 한 국외 사례와 타 련 산업 사례를 기반으로 철도 

련 경력이 없는 일반 지원자의 경우 한정 으로 장직원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기 시험

행 철도안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으로 비상시에 사고 처 능력을 강화하기 

한 심리 테스트와 지능 검사를 추가한다. 국외의 경우, 운 업무종사자 면허시험

에 앞서 간단한 심리테스트, 언어시험, 집 력 테스트, 그리고 주의  기억력 테스

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신체검사

본 연구과제의 상 요건이 아님.

(라) 성검사

본 연구과제의 상 요건이 아님.

(마) 장 직원

검토요건 없음.

(바) 이론 교육

행 철도안 법 제16조에 규정된 교육훈련 요건  이론교육에 한 사항을 유

지한다. 행법은 일반응시자, 운 면허 소지자, 철도차량 운  경력자, 그리고 철

도 련업무 종사자의 구분에 따라 차등 인 교육시간을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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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자는 철도에 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론 교육 로그램

을 규정하도록 한다.

(사) 기능 교육

행 철도안 법 제16조에 규정된 교육훈련 요건  기능교육에 한 사항을 유

지한다. 행법은 일반응시자, 운 면허 소지자, 철도차량 운  경력자, 그리고 철

도 련업무 종사자의 구분에 따라 차등 인 교육시간을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

반응시자는 철도에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장교육 로그램을 규

정하도록 한다. 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뮬 이션 교육을 활용하

여 장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 필기시험

행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운 면허시험의 과목  합격기 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필기시험 요건을 유지하며, 면허 종별로 필기시험 

과목  문항 수에 한 성을 검토하여 요건을 수정⋅보완한다.

(자) 실기시험

행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운 면허시험의 과목  합격기 에 의하여 

실기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실기시험 요건을 유지하며, 속도 측  거리 측 

시험을 추가한다. 한 실기시험 과목 특성에 따른 가 치를 용하여 배  기 을 

요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법규나 규정을 수하여 운행하는지에 

한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

(차) 실무 수습교육

행 철도안 법은 제21조의 운 업무수행의 필요요건에서 실무 수습교육을 규

정하고 있다. 행 규정은 실무 수습교육에 한 규정이 교육항목에 한 교육시간

이나 운행거리를 통해 일반응시자, 면허소지자, 그리고 철도업무 종사 경력자에 따

라 차등 으로 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실무 수습교육에 

한 성과에 따라 면허자의 실력이 서로 다르다고 단되어 실무 수습교육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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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으로 차별화한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한 일련의 평가 차를 마련하여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수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 노선별로 특수성

을 고려하여 장 실무 수습 교육을 추가한다.

(카) 고속철도면허시험

행 철도안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으로 고속철도의 운행작업 특성( , 

200km/h 이상의 고속 주행)을 고려하여 도시철도나 일반철도와는 다른 별도의 면

허시험 체계를 반 한다. 별도의 면허시험 체계는 운 업무종사자 기능성에 한 

자격 리 요건 강화를 교육훈련 체계 주로 반 하는 방식으로 항공기 기장에 

한 자격 리 요건에 가까울 것으로 단한다

(타) 운행 합성 검사

행 철도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철도 운 사의 자체 내규에 의해 피로

정도, 질병여부, 음주여부, 인화 계, 고민여부, 복장, 휴 품, 달사항, 그리고 기타 

사항에 한 검사를 운행 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운행 합성 검사를 검사 항

목의 성을 검토하여 철도안 법에 반 한다. 한 운행 합성 검사 결과에 

한 벌   인센티 제도를 용한다.

( ) 정기 자격검정

행 철도안 법은 제23조의 운 업무종사자 등의 리에서 신체검사, 성검사, 

그리고 면허갱신 등에 한 규정을 하고 있다. 신체검사와 성검사는 정기 으로 

실시하여 면허 갱신을 한 요건으로 반 하되 검사 기간에 한 재검토를 통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한 최  검사와 정기검사에 한 차별성을 검토하여 

반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 자격검증시험을 규정하여 정기 으로 자격검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다.

나. 자격 리 모형 설정

자격 리 모형은 최  13개의 자격 리 요건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격 리 

요건을 바탕으로 모형화된 자격 리 모형(안)은 그림 2.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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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실무

수습

교육

자격검증

운행 합

성검사

정기

신체검사

정기

성검사

최

신체검사

최

성검사

기 시험

이론교육
운

업무

트랙 E

트랙 D

트랙 C

트랙 B

트랙 A

면허시험 면허시험 후

기본요건

장직원

기능시험

기능교육

고속철도

면허시험

트랙 F

그림 2.3-5 자격 리 모형(안)

그림 2.3-5의 자격 리 모형(안)은 응시자격 트랙(track A), 신체  성검사 트

랙(track B), 운 면허시험 트랙(track C), 교육훈련 트랙(track D), 장직원 트랙

(track E), 그리고 운행 합성 검사 트랙(track F) 이상 6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13개의 자격 리 요건이 면허시험 과 후의 시간  구분을 기 으로 

양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 리 모형(안)에 한 문가 그룹의 재평가 과정을 통해 기

술기  안이 도출되었다. 기술기  안 검증을 통해 자격 리 모형을 수정⋅보

완하 다. 문가 그룹의 재평가는 자격 리 요건에 한 검증평가를 수행하 던 3

개 그룹의 문 원이 수행하 다. 한 문가 그룹의 재평가는 심층면



- 162 -

(in-depth interview) 기법을 통해 자격 리 아키텍처에 한 그룹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1) 기술기  안 검증

자격 리 모형(안)에 한 문가 그룹의 재평가를 통해 총 10가지의 기술기  

안을 도출하 으며, 각 기술기 에 한 안 검증은 이론연구, 실험연구, 그리고 

행 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기술기 에 한 안  검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1 최소 학력요건  연령제한

먼  최소학력 요건은 2006년 고등교육 진학률 99.77%(통계청 자료)를 고려하여 

학력제한이 무의미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연령제한 요건은 국가마다 18세에서 20

세까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운행 수행도나 철도사고와 나이와의 연 성이 인정되

지 않아(R.V. North, 1988, Susanne Heape, 2005) 행 제도의 20세 미만 결격자에 

한 요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 2 사고 처능력 강화를 한 지능검사

사고 처능력 강화를 한 지능검사 항목에 한 요건을 검토하 으나 성검사 

요건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단하 다. 성검사 요건은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므

로 본 보고서에서 언 하지 않는다. 

안 3 차등  이론교육

행 제도에서는 일반응시자, 운 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 경력자, 그리고 철도

련업무종사자의 네 가지 구분에 의해 이론교육 시간  교육과목을 차별 으로 

용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제도의 이론교육 차등  용에 한 기술기 을 마련하기 

해 국내외 비교연구와 행 제도의 시행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한 행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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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목
한국

단 :시간

미국

단 :주

국

단 :일

독일

단 :일

랑스

단 :일

일본

단 :시간

일반
철도

철도 련법 100

※ 

Amtrack의 

경우

철도시스템, 

각종 동력차 

내, 외부 

구조, 

제동장치, 

기본 수학은 

필수과목

5 9 8 92

철도시스템 
일반

130, 130, 90

(디젤, 제1종 
기차량, 
제2종 
기차량)

35

25 21 103

차량 구조  
기능

360, 260, 180

(디젤, 제1종 
기차량, 
제2종 
기차량)

30 30 119

운 이론 일반 30 10 15 12 60

비상시 조치 
등

30 5 9 10 26

소   계
650, 550, 430

(시간)
280시간

440시간 

이상
704시간 648시간 400시간

고속
철도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15 - - - -

고속 기차량 
구조  기능

90 - - - -

고속철도 
운 이론 일반

10 - - - -

고속철도 
운 련 규정

20 - - - -

비상시 조치 
등

5 - - - -

소   계
140

(시간)
- - - -

구분하고 있는 네 가지 구분을 경력의 유무에 따라 일반응시자와 철도차량운 경

력자(운 면허 소지자 포함)의 두 가지 구분에 의해 기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먼  이론교육에 한 국내외 비교분석은 국내 철도안 법, 미국의 CFR Title 49 

part 240, 국의 Railways Acts, 독일의 일반철도법(AEG), 랑스의 철도안 일반

규정(RGS), 그리고 일본의 철도사업법을 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 표 

2.3-13과 같다.

표 2.3-13 이론교육 과목별 국내외 비교분석

국내외 비교연구 결과, 국가별 이론교육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국내의 경우, 면

허차종별 구분과 철도차량 운 경력 유무에 따른 차등  이론교육 시간을 용하

고 있어 국외보다 우수한 이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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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목
한국

단 :시간

미국

단 :주

국

단 :일

독일

단 :일

랑스

단 :일

일본

단 :시간

디젤, 
제1종
기차량, 

장실습교육
(디젤, 제1종 
기차량, 제2종 

160, 160, 

250

※ 

Amtrack의 

경우

25

(200시간)

15

(120시간)

25

(200시간)
25

다음으로 이론교육 체계에 한 행 면허제도 시행실태조사를 철도 산업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실태조사가 일반응시자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사시 (2007년)에서 철도 면허시험 응시자의 부분이 일반응시자이

기 때문이다. 이는 철도안 법  하 법령에 의해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반응시자에 한 교

육내용  시간에 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 실시하 다. 총 50부의 설문지  34

부(회수율 68%)가 회수되었다. 설문 문항은 5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평균이 3.5 

이하이면 불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 

분석 결과, 행 제도의 이론 교육에 한 문제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이론 교육시간에 한 부분 인 검토  조 이 재고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차량구조  기능’ 교과목에 한 이론교육 

시간에 한 만족도 수가 3.03으로 비교  다른 교과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간 수인 3.5보다 낮으므로 불만족한 상태이나 다른 교과목과의 평균 수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안 4 차등  기능교육

본 연구에서는 이론교육과 마찬가지로 일반응시자와 철도차량운 경력자의 기능

교육을 시간  방법을 차등 으로 실시하는 기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한 모의운 연습기의 활용에 한 확 용과 차종에 따른 모의운 연습기의 활용

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2.3-2]

먼  기능교육에 한 국내외 훈련 시간을 비교분석은 국내 철도안 법, 미국의 

CFR Title 49 part 240, 국의 Railways Acts, 독일의 일반철도법(AEG), 랑스

의 철도안 일반규정(RGS), 그리고 일본의 철도사업법을 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표 2.3-14와 같다.

표 2.3-14 국내외 기능과목별 훈련시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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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목
한국

단 :시간

미국

단 :주

국

단 :일

독일

단 :일

랑스

단 :일

일본

단 :시간

제2종
기차량

기차량)

동력차 

시뮬 이터 

교육(CAI교

육 병행)  

신규차량교

육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디젤, 제1종 
기차량, 제2종 

기차량)

250, 250, 

200 70

(560시간)

25

(200시간)

60

(480시간)
440

비상시 조치 등 60
유사시 

수시 교육
14 50

소   계

470, 470, 

510

(시간)

120시간
760시간 

이상

320시간 

이상
792시간 515시간

고속철도

장실습교육 95 - - - - -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175 - - - - -

비상시 조치 등 10 - - - - -

소   계
280

(시간)
- - -

국내외 비교연구 결과, 국과 일본이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능교육에 비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국내의 경우,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능교육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운 연습기의 활

용도가 낮은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능교육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기능교육 체계에 한 행 면허제도 시행실태조사를 철도 산업 경력이 

없는 일반응시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실태조사가 일반응시자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사시 에서 철도 면허시험 응시자의 부분이 일반응시자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반응시자에 한 기능 교육내용  시간에 한 타당성

을 검토를 해 실시하 다. 총 50부의 설문지  34부가 회수(회수율 68%)되었다. 

설문 문항은 5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평균이 3.5 이하이면 불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 

분석 결과, 행 제도의 기능 교육에 한 문제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능 교육시간  방법에 한 부분 인 검토  조 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응답자들을 학력별로 나 어 고졸이하

는 ‘비상시 조치 등의 기능교육 시간의 성’에 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 졸 이상의 응답자들은 ‘ 장실습 기능교육 방법의 성’에 해 만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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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 도입기종 차종 활용용도

철도공사

KTX 차량

EL8200호 차량

DL7400호 차량

과천선 차량

고속철도차량

제1종 기차량

디젤차량

제2종 기차량

운 업무종사자 양성용

기종 환 교육훈련용

보수교육훈련용

서울메트로 과천선 차량 제2종 기차량
운 업무종사자 양성용

보수교육훈련용

철도 학

KTX 차량

EL8200호 차량

DL7400호 차량

과천선 차량

고속철도차량

제1종 기차량

디젤차량

제2종 기차량

철도  학생 교육용

유 기  임

부산교통공사

1호선 동차

2호선 동차

3호선 동차

반송선 경 철

제2종 기차량

제2종 기차량

제2종 기차량

경 철 차량

노선 환교육훈련용

신입사원 교육훈련용

비상운 요원 훈련용

주/공항철도/

메트로9
각 노선 동차 제2종 기차량

신입사원 교육훈련용

비상운 요원 훈련용

구/인천/ 각 노선 동차 제2종 기차량
신입사원 교육훈련용

비상운 요원 훈련용

교통안 공단 시험용 동차 제2종 기차량 면허시험용

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교육 방법의 성을 검토하기 해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능교육훈련 황을 조사하 다. 국내 철도산업에서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

능교육훈련은 비교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나 항공산업은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

한 교육훈련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국내 철도산업의 모의운 연습기 운용 황을 분석한 결과, 모의운 연습기

는 철도차량 운 자 교육용으로 다년간 운용되어오고 있었으나, 기능모의운 연

습기는 차종별로 1 씩만 보유하고 있어 교육수요(training needs)에 비해 고장이나 

비상교육훈련을 한 기능모의운 연습기가 부족한 실이다(표 2.3-15 참조). 

표 2.3-15  국내 철도산업의 모의운 연습기 운용 황(2007년 12월 기 )

자료출처: 엄기태(2008),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을 한 시뮬 이터 요구 성능에 한연구

표 2.3-15는 2007년 12월 기 으로 국내 철도운 기 , 철도 학 그리고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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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운용 이거나 구축이 진행 인 모의운 연습기의 황이다. 교육훈련 

지정기 으로 인가받은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그리고 철도 학의 경우, 도입된 모

의운 연습기가 각 기종별로 최소한 기능모의운 연습기 1기와 기본기능 모의운

연습기 5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는 실제 항공기를 이용한 훈련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의훈련장치나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하여 체계 인 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3-49].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청)는 AC 120-40B규정에 의

하여  Level D로 평가된 민간의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훈련용 시뮬 이터의 경우, 

시뮬 이터에서의 비행훈련만으로 조종사의 기종 환을 인정할 만큼 모의운 연

습기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엄기태, 2008). 따라서 항공산업 벤치마킹을 통

해 국내철도 산업의 모의운 연습기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안 5 필기시험 방법 

운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지식에 한 시험방법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모의시험을 통한 필기시험의 변별력 검증방안이 제시되었다. 한 

행 종이기반(paper-based)의 필기시험과 컴퓨터 기반(computer-based) 시험방법

을 비교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 산, 인력, 그리고 

교육기 의 조 등의 부족으로 검증연구를 수행하지 못하 으며, 상기의 검증 연

구는 별도의 장기 연구 과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안 6 비상 상황에 한 실기시험 방법 

행제도는 정상운행 상황에 한 실기시험 평가를 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고장이나 비상상황에 한 평가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하여야 하

나 ‘ 안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 으로 기능모의운 연습기가 한정 이기 

때문이다. 한 운 면허 시험용으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 공단에 탁사업

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차량운 면허 시험용 모의운 연습기 도입사업이 진행 

에 있으나 아직 그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단된다. 따라서 고장이나 비상상

황에 한 평가항목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도입  확충 방안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동평가 기능을 갖춘 기능모의운 연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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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면허종별 차종에 따라 시 히 설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 기능교육훈련 요건과 련하여 상 수 의 기술기 을 마련하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에 반 하 다.

실기시험은 운 면허종별 차종에 따라 정상/고장/비정상 상황에 한 기능모의

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운 수행능력을 객 (자동)으로 평가  시행되어야 한

다. 운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객  지표와 근거는 철도종합안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 철도안 에 한 연구 방향이 매우 바람

직한 상황임을 간 으로 증명한다고 단된다.

고장  비상시의 운 업무종사자의 한 조치능력에 따라 사고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Meeker, Fox and Webber, 1997). 한 차량탈선, 차량 손, 이선진

입, 규운 , 차량고장, 열차정지, 혹은 선로장애 등의 철도사고에 운 업무종사자

의 인 오류(human error)가 개입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기능시험에서 

고장이나 비상상황에 한 처능력을 운 수행능력 측면에서 객 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안 7 실무수습교육 체계의 타당성 

철도 운 면허를 취득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수습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하여 시간  운행거리(km)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시간과 운

행거리에 한 규정은 효율 인 실무수습교육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

다. 를 들면, 운 업무수행경력자가 운 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 를 들어, 

신설 10km 구간)에 한 수습교육을 받기 해서 행 제도(60시간 이상 1,200km 

이상) 로라면 신설구간을 60번 왕복하는 비효율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철도 선진국의 운 실무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국내 실에 맞는 수습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속 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수행을 한 방안을 자격 리 지침에 반 하여 

체계 인 실무수습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안 8 고속철도차량 운 면허시험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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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만을 운행할 수 있는 특수면허시험 요건으로 행 제도에는 디젤차량운

면허, 제1종 기차량 운 면허, 그리고 제2종 기차량 운 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운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면허제도를 유지하며 고속철도 실

무수습교육의 강화를 통해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를 강화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 환경에서 운  직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 운 업무종사자의 인간공학(human factors)  한계가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용한 모의실

험을 실시하 으며(부록 2.3-5), 그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o 국내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용선로와 일반철도 겸용선로를 모두 사용하므로 고

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인지체계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신호체

계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정신모형의 양립성(compatibility) 측면에서 즉각

인 인지작업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검하여야 한다(Hamilton, W. I., 

Clarke, T., 2005). 한 신호인지를 돕는 자동화 정보기기에 한 연구를 통해 

신호인지와 련한 인 오류를 감하여야 한다(Askey & Sheridan, 1995).

o 신호체계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 만으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호 정보가 복잡한 경우, 정보를 재코딩(recoding)하여 

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호 정보가 부득이하게 

복잡한 경우, 지속 이고 반복 인 교육훈련을 통해 규칙기반 행 (rule-based 

behaviour)나 지식기반 행 (knowledge-based behaviour)를 기술기반 행

(skill-based behaviour)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기반 행 는 감각  

행  수행이 가능하며, 최소의 주의자원(attention)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Rasmussen, 1982). 한 교육훈련은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상황 등에 

한 실성(reality)을 높인 기능모의운 연습기(full-scope simulator)를 활용

하여야 학습효과의 이(transfer of learning)가 가능하다(Hancock & Bayha, 

1982).

o 200km/h 이상의 고속 운행구간에 해 신호를 측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4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검하여야 한다(Woodward, M. et al., 

1999). 한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에 비하여 자동 신호감지 시스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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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경고표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o 국내 철도 련법에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신호체계에 한 기술  요구사

항을 차별 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일반철도 운 업

무종사자의 자격(qualifications)과 교육훈련체계에 한 차별  규정을 재검토하

여야 한다.

안 9 운행 합성 검사의 타당성 

철도 운 사에서는 각각의 내규에 따라 운행 합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방법이 난해하고 까다로워서 검사 의 육안  질의응답을 통해 가능한 일부 항목

에 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내 철도안 법에서는 음주와 마약

류  휴 지 물품에 한 법  요구사항만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

도차량 운 업무에 향을  수 있는 모든 요인, 즉, 음주여부, 피로정도, 직무스

트 스 정도, 질병여부, 그리고 숙면정도 등의 요인들에 한 이론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 다. 이러한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철도산업 환경에 맞는 운행

합성 검증방법을 찾고자 하 다.  

o 음주의 향

- 운 자의 속도 유지를 강조한 고 인 연구 (Belt, 1969)에서는 운 자의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운 속도 변산성이 증가하 고,  알코올 농도가 

증가 할수록 정지거리가 증가하 다. 

- Seehafer 등 (1968)은 음주량에 따른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돌리는 빈도가 증

가함을 보고 하 고, Huntley(1974), Kirk(1982) 그리고 Perrin 과 

Huntley(1971)는 가속 페달의 입력 빈도가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것을 찰하

다.

- 일반 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선택하며, 재인하는 것을 요구하는 과제들은 아주 

낮은 수 의 알코올 섭취만으로 수행이 매우 민감하게 하되는 것으로 밝 졌

다.( 를 들어, Moskowbitz & Deopry,1968;  Murray& Keller,1979, 

Moskowbitz & Murry1976 ).

o 피로의 향

- Herbert와 Jaynes(1964)는 운 수행의 감소는 계속해서 운 한 시간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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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고, 운 시간의 증가에 따른 수행 하를 찰하 다.

- Forbes 등 (1958)은 극도의 수면박탈(24-36시간)로 인한 속도통제의 검토를 보

고하 고, Platt와 Fedderson(1964)은 운 에 작업과 련된 스트 스의 효과

를 제시하 다.

o 스트 스 향

- 운 자는 운 을 하는 도  소음에 노출이 되며, 이러한 소음들이 운 자가 지

각하는 주  속도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한 실험을 하

다(공 호, 2005).

o 숙면 여부의 향

- Yerkes-Donson Law에 따르면, 소음과 수면부족이 연속 인 업무시간에 있어 

오류 가능성과의 상호 련성을 설명하 다.

안 10 정기자격검정의 필요성 

국내에서는 정기자격검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 특별 신

체검사나 특별 성검사를 통해 운 업무종사자의 운 수행능력을 갈음하고 있다. 

국외의 표 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철도의 경우, 정기 자격검정 시험을 통해 

시험 결과에 따라 면허 재응시, 장직원 배치, 혹은 해직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철도의 경우, 자격검정 시험을 신하여 면허가 유효한 자에게 정기 으로 보

수교육 차원의 이론  기능교육을 철 하게 실시하여 운 업무종사자의 운 수행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철도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격

검정을 한 제도  기 을 마련하여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

내 철도산업에도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 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 으로 정기자격검정 시

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격 리 지침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한 정기자격검정 

시험은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통한 운 수행능력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운 수행능력평가의 항목과 기 을 자격 리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다. 

(2) 자격 리 모형화(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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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격 리 모형(안)에 한 문가 재평가 과정으로 도출된 10개의 

기술기  안 검증을 통해 자격 리 모형을 완성하 다. 자격 리 모형(안)은 6개

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으나 문가 재평가 과정으로 ‘트랙 E’의 장직원 요건이 삭

제되었다. 따라서 자격 리 모형은 5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한 자격 리 모

형(안)은 13개의 모형 요소로 구성되었으나 문가 재평가 과정을 통해 ‘기 시험’

이 ‘ 성검사’로 포함, ‘ 장직원’이 삭제,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이 ‘운 면허 교육

훈련’으로 통합,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운 면허시험’으로 통합, 그리고 ‘고속철

도면허시험’ 항목이 삭제되었다. 한 자격 리 모형에 ‘면허갱신’과 ‘안 교육’이 추

가되어 총 10개의 모형 요소로 구성되었다(그림 2.3-6).  

자격 리 요건( 안) 자격 리 모형 요소

 1. 기본요건(학력, 연령)  기본요건 Track A

 2. 기 시험(지능검사)  신체검사
Track B

 3. 신체검사  성검사
 

 4. 성검사  운 면허시험

Track C 5. 장직원  면허갱신

 6. 이론교육(면허종별 차별)  자격검증

 7. 기능교육(면허종별 차별)  운 면허 교육훈련

Track D 8. 필기시험(시험 방법)  실무수습교육

 9. 실기시험(비상상황 시험)  안 교육

 10. 실무수습교육(교육 체계)  운행 합성검사 Track E

 11. 고속철도면허시험(타당성)

 12. 운행 합성검사(타당성)

 13. 정기자격검정(타당성)

그림 2.3-6 자격 리 모형화 과정

그림 2.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의 자격 리 요소  ‘ 장직원’은 철도 운

사 자체 내규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삭제되었고 ‘고속철도면허시험’은 3년 이

상의 면허경력자에게 제한 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 제도와 별도의 고속철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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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험은 실효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되어 삭제되었다. 한 모형 요

소에서 ‘면허갱신’은 운 면허시험의 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정되

어 추가되었으며, ‘안 교육’은 철도 안 도 향상을 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각 분야 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 하여 추가되었다. 

이상의 모형화 과정을 통해 자격 리 모형은 기본요건, 신체  성검사, 운 면

허시험, 교육훈련, 그리고 운행 합성검사, 이상 5개의 트랙(track)으로 구성되었다. 

한 모든 자격 리활동은 안 한 운 업무 수행을 최종 목  지 으로 귀속되어 

있으며, 운 면허시험 과 후를 기 으로 나 어져 있다(그림 2.3-7). 

운

면허

시험

실무

수습

교육

자격검증

면허갱신

안 교육

운행 합

성검사

정기

신체검사

정기

성검사

최

신체검사

최

성검사

기본요건

운 면허

교육훈련
운

업무

트랙 E

트랙 D

트랙 C

트랙 B

트랙 A

면허시험 면허시험 후

그림 2.3-7 자격 리 모형

그림 2.3-7에서 5개 트랙은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요건을 그 성격과 

리 주체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각 트랙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o 트랙 A (기본요건): 운 업무종사자로서 운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최소

의 자격기 을 리하는 트랙으로 운 면허시험 응시자를 선발하는 트랙이다. 

o 트랙 B (신체검사/ 성검사): 운 업무종사자로서 운 업무를 수행하기 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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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최소의 신체  성요건을 리하고 면허 취득 이후 정기 으로 동일 요

건을 리하는 트랙이다.

o 트랙 C (운 면허시험): 차종별로 운 면허시험 리를 통해 운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 등에 한 일련의 시험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면허 취득이후에 정기 인 갱신을 리하는 트랙이다. 한 면허의 자

격이 유효하더라도 철도운 사가 별도의 운 수행능력을 검정하여 더욱 철 한 

안 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운 업무종사자의 운

능력을 리하는 트랙이다. 

o 트랙 D (교육훈련): 운 면허에 응시하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요건 리와 

면허취득 이후 실무 운행 직 에 필요한 교육요건을 리하는 트랙이다. 한 운

업무종사자에게 정기 으로 철도안 을 해하는 잠재 험(hazards)을 알리고 

사고 방을 한 안 교육 요건을 리하는 트랙이다. 

o 트랙 E (운행 합성검사): 운 업무종사자가 매 운행 직 에 철도차량 운행에 

합한 신체  정신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리하는 트랙이다. 

3.  연구 결과

자격 리 모형을 바탕으로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을 작성하 다(부

록 2.3-6 참조).  자격 리 지침은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활동 주체인 정

부, 문교육훈련기 , 그리고 각 철도 운 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리 요건

별 지침과 련 정보를 심으로 작성되었다. 

자격 리 지침은 그림 2.3-8과 같이 자격 리 모형 요소 반 하고 있다. 단 신체 

 성검사 항목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리지침이 제안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하 다. 자격 리 지침은 부록 2.3-6에 기술되어 있으며, 자격 리 요건별 

지침의 작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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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리 지침 자격 리 모형 요소

 제1장 기본요건  기본요건 Track A

 제2장 신체검사  신체검사
Track B

 제3장 성검사  성검사
 

 제4장 운 면허 교육훈련  운 면허시험

Track C

 

 제5장 운 면허시험  면허갱신

 제6장 실무수습교육  자격검증

 제7장 운 면허의 리  운 면허 교육훈련

Track D 제8장 안 교육  실무수습교육

 제9장 운행 합성평가  안 교육

 운행 합성검사 Track E

그림 2.3-8 자격 리 지침과 모형화 요소

(1) 기본요건

기본요건은 응시 기본자격으로 학력, 나이, 공 등과 같은 면허시험 응시를 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을 뜻한다. 행 철도안 법 제11조(결격사유)에서는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에서는 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에 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은 신체검사를 통해 운 직무의 합성이 정되므로 별도

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2) 신체검사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요건  신체검사 항목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3) 성검사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요건  성검사 항목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4) 운 면허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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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철도안 법 체계는 교육훈련과목  시간을 규정(철도안 법 시행규칙 3항)

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 의 자율 ∙효율  운 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지정 문교

육기 의 훈련 로그램에 한 자율 운 을 권장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상자의 요구(needs)와 철도운 자 등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도록 교육훈련 주기

별로 일련의 체계  근을 통해 교육훈련 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야 하므로 교

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지침을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에 반  

 교육기 에 제공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 인 교육훈련을 유도하여야 한다.

(5) 운 면허시험

운 업무종사자 면허시험  필기시험 요건은 철도안 법 제17조(운 면허시험)

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 면허시험의 과목  합격기 )에서 규정되어 있다. 

시험의 방법  차에 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 이 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113호,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 시행지침). 면허시험  실기시험 요건

은 필기시험과 동일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가 검토의견으로 속도 측  

거리 측시험의 요성이 강조되었다.

한 행 제도에서는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6-113호)을 통해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을 이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항목별 감 율과 감정범 를 정하고 있으며, 실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 혹은 수동으로 평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장이

나 비상시 운 에 한 실기시험은 실차로 불가능하므로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장비의 기능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6) 실무수습교육

철도안 법 시행규칙 37조에서 운 면허취득자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 실무수습교육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철도차량의 

운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실무수습교육은 교육시간과 주행거리로 규정

하여야 하며, 취득 면허종별로 차별 으로 용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운행거리 등은 철도운 사의 상황에 따라 합리 으로 용하여야 하며, 실

무수습교육 계획의 타당성은 국토해양부가 정기 으로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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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7) 운 면허의 리

면허 갱신을 한 정기 신체  성검사, 정기 인 안 교육, 운 업무종사자 자

격을 정기 으로 검증하기 한 자격검정 시험 등을 의미한다. 행 제도에서는 철

도안 법 제23조(운 업무종사자 등의 리), 동법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운 면허의 갱신 차),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운 면

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기 자격검정을 한 운 수행능력평가는 면허종별 차종별 기능모의운 연습

기를 통해 객 (자동)으로 수행되어 져야 한다. 한 운 수행능력평가의 항목과 

합격기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8) 안 교육

안 교육은 철도종사자 모두를 상으로 정기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상

자,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시기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야만 한다. 한 정기 

안 교육은 문 교육훈련기 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에서 운 업무종사자의 안 교육 상  운 업무를 보조하는 자( 를 

들어, 철도공사의 부기 사 등)에 한 제도  명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안 교육의 내용  방법의 선정은 철도 안 도를 향상시키

기 해 험도 기반의 근이 요구된다.

(9) 운행 합성 검사

운행 합성 평가는 음주뿐만 아니라 피로정도, 질병여부, 그리고 숙면정도 등이 

운 업무의 수행도에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규정을 강화하여 규제 반으로 

인한 인 오류 사고를 감하기 함을 목 으로 한다. 운행 합성 검사는 운 업

무종사자와 리자와의 신뢰 계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운 사가 자체 으로 실시

하여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각 운 사에서 승무 합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나 피로나 숙면정도에 한 일부 항목이 미진하며, 문서 보존에 한 규정이 없어 

리가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측정항목이나 문서 리에 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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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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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안 업무종사자 성검사 평가기  개발

1. 연구수행 방법  차

철도 시스템은 인간요소, 선로시설, 열차, 운 , 제어, 유지보수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 으로 연계되어 운 되는 복잡도가 단히 높은 시스템이므로 

상 으로 불확실도가 높은 인간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질에 따라 철도 시스

템 체의 수행도가 결정된다. 철도의 안 은 시설, 차량, 기 등을 취 하는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실수를 얼마나 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최근에는 차량의 자동화와 기술의 발 으로 기계에 의한 사고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안 업무종사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철도시스템

의 타 교통수단에 한 비교우  특징인 안정성, 쾌 성, 정시성을 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열차를 직  조종하는 운 업무종사자의 선발과정에서 

합한 조종 성소지자의 별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철도안 법 시행규칙」제16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철도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종사자의 성검사에 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용 상을 

보면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환기  조

작  등을 취 하는 업무 수행자이다. 행 성검사항목  불합격기 은 부록 2.

4-1에 기술하 다.

검사 신청자
적성검사
지정기관

• 적성검사 판정서 작성

• 검사실시 및 판정

적성검사
지정기관의 장

• 적성검사 판정서 교부

검사 신청자
적성검사
지정기관

• 적성검사 판정서 작성

• 검사실시 및 판정

적성검사
지정기관의 장

• 적성검사 판정서 교부

그림 2.4-1 성검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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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종사자의 성검사에 한 지침”에 의하면 행 

성검사는 그림 2.4-1의 차와 같다. 먼  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검

사 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성검사지정기 에 검사를 신청한 후 

해당 기 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행 차에 의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기 의 장은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정하는 즉시(검사의 종합 정은 “합격” 는 “불합격”으

로 함) 성검사신청자에게 성검사 정서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직무분석과 적성검사
항목과의 연관관계

• 국가별 적성검사 항목비교
• 국가별 검사주기 비교
• 모델별 특성 비교

해외주요국가

적성관리모델 비교분석
직무분석과의 연관관계

• 현행 적성검사 항목
• 해외 실시항목
• 현업종사자/전문가 의견참조

적성항목에 대한

실증조사

• 해외사례 참조
• 철도환경변화 고려

적성관리의 발전방향

• 직무분석과 적성검사
항목과의 연관관계

• 국가별 적성검사 항목비교
• 국가별 검사주기 비교
• 모델별 특성 비교

해외주요국가

적성관리모델 비교분석
직무분석과의 연관관계

• 현행 적성검사 항목
• 해외 실시항목
• 현업종사자/전문가 의견참조

적성항목에 대한

실증조사

• 해외사례 참조
• 철도환경변화 고려

적성관리의 발전방향

그림 2.4-2 안 업무종사자 성 리 연구방법론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아래의 그림 2.4-2와 같은 차를 토 로 과업을 진

행하 다.  먼 , 3개 직종(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의 단 업

무와 성요인간의 련성을 악하기 해 직무분석을 토 로 도출된 3개 직종의 

단 업무에 한 업종사자의 의견을 물었고(설문조사), 그 결과를 참고하 다. 계

속해서 해외 국가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각종 성검사항목을 목록화하여 

이에 한 업종사자  문가집단의 견해를 청취하 다(설문조사  집 인터

뷰). 그리고 해외 국가의 성 리제도를 모델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하 고, 각 모델

별 제도  특성  시사 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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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인  요인

(내  요인)

 신체  특성 (체격, 체력, 시력, 청력     )

 심리  특성 (지능, 성격, 지각운동기능     )

이상과 같은 조사  분석결과를 토 로 철도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하면서 우리

나라의 행 성 리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의 발 방향에 해 

언 하 다.

2. 연구 내용

가. 사고와 성요인

인간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역설 으로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 발

생되는 인 오류(Human Error)는 비정상 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 인 것이

라고까지 할 수 있다. 안 사고를 방지하기 해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한 사고방

지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합리 인 련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인 오류로 인한 

사고는 멈추질 않는다. 첨단 장비와 제도의 운 에는 항상 인간의 개입이 제되기 

때문이다.  세계 으로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기 한 모든 노력들은 시설과 제도 요인에도 두어져야 

하지만 이에 개입되는 인간의 오류 방지에도 두어져야 한다. 이 같은 인 오류의 

방지와 조직의 성과창출에 명시  혹은 암묵 으로 기여하는 매우 요한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성이다.

성(aptitude)이란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자의 개인  특성간의 합 계, 즉 개

인이 지니고 있는 지 인 기능  성격 등의 제반 특성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업무가 요구하는 역량)과의 합도(fitness)를 지칭한다. 말하자면 담당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제반 특성을 의미한다.

인간 개인의 행동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제반 조건과 복잡한 상호작용

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특히 조직의 업무수행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은 표 2.4-1의 시처럼 매우 다양하다.

표 2.4-1 인간의 행동에 향을 끼치는 제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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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연령, 교육훈련, 경험     )

 심신상태 (피로, 권태감, 수면, 건강     )

 의욕, 욕구 (동기, 각오, 흥미, 식욕, 성욕, 명 심, 미  욕구     )

환경  요인

(외  요인)

 인간 계 (가정, 직장, 사회     )

 직무내용 (단독, 집단작업, 작업부담(질과 양), 시간   공간  조건     )

 자연 (옥외  옥내, 기후, 주간  야간, 온도, 습도, 환기     )

 설비 (조명, 기계, 계기, 조작기     )

분류기
내 용

구 분  세부 내용

측정내용

능력

측정

 가. 지능  - 언어, 지각, 기억, 추리 등

 나. 지각운동기능
 - 반응속도, 정확성, 주의배분력, 

   지속력 등 

행동특성 

측정

 가. 작업성  - 각 개인의 작업패턴

 나. 성격  - 정서안정성, 내외향성 등

 다. 직업흥미  - 업무 심사(직업 성)

 라. 모럴(moral)  - 조직목표달성에 한 의욕

(출처 : 출처 : 適性硏究グループ 編, 仕事と適性, 財團法人 硏友社, 2003)

성검사란 바로 이 같은 다양한 향요인과의 련성 안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제반 특성이 어떤 업무나 활동에 합할 지를 객 ․정량 으로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는 한 개인의 인생경력 반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지울 수도 있

는 요인이라는 에서 매우 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먼  그 개인의 자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자질은 

신체  기능1)과 심리  기능으로 나 어지는데, 신체  기능은 신장․체 ․근력․

폐활량․시력․청력 등을 포함하며, 심리  기능은 지능․성격․흥미․지각․주의

력 등을 포함한다. 이들 두 측면, 즉 신체  측면과 심리  측면은 한 개인의 온

한 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상호보완 인 계를 지닌다. 후자, 즉 심리  기능을 

측정하는 성검사2)는 표 2.4-2에서처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4-2  분류기 에 따른 성검사의 유형

1)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는 신체검사(제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2) 적성의 개념은 넓게 보면 신체적성과 심리적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제도화 할 경우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의 심리검사를 흔히 적성검사로 통칭하는데 이는 

좁은 의미의 적성검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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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내 용

구 분  세부 내용

측정방법

 가. 개인검사와 집단검사

 나. 시험지검서와 기계검사

 다. 역량검사와 속도검사

측정목

 문제내용

 가. 개 검사와 진단검사

 나. 작업검사법과 질문지법

 다. 언어식 검사와 비언어식 검사

(출처 : 關東運輸局(關東鐵道協 ), 運轉關係從事員 適性檢査擔當  講習 資料, 2006)

여타 교통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철도의 경우 성검사제도는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철도의 특성상 순간 인 인  오류는 자칫 형 사

고를 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발생의 경우 엄청난 인 ․물  손실의 발

생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  효과도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업무

종사자에 한 과학  성검사의 체계  실시를 통해 인  오류에 의한 사고의 

사 , 사후  방지와 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사고와 성간의 상 계에 해서는 여러 철도선진국의 실무계나 학계에서 지

속 인 연구가 축 되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 으로 다음의 두 가

지 사항이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철도사고에 기여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성만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험 으로 볼 때 성은 사고발생과 일정한 상 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성이 높은 것으로 정된 사람 모두가 특정 직무에서 

반드시 능력을 발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반 로 성이 낮은 것으로 정된 자 모

두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철도에 있어서 인 오류 련 국내외 

연구문헌을 보더라도, 가령 운 업무종사자의 성검사 성 과 사고율 간의 명확한 

인과 계 검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 사고에는 성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성과 사고 간에는 일정한 인과

계가 있다는 암묵 , 개연 , 실무 인 차원의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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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검사결과를 토 로 성의 유무가능성에 한 확률  단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최근의 연구조사(건설교통부,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업무 성 평가기  

개발 : 철도종합안 기술개발사업 1, 2차년도 간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에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인 오류로 인한 철도사고는 101건이며, 이  운 업무종사

자의 오류로 인한 사고가 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04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총 1,091건의 사고  장애  책임사고(종사원의 취

과오 는 시설․차량기구 등의 정비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도사고와 운행

장애) 90건을 인 오류를 일으킨 작업자 별로 집 분석한 결과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와 련된 사건(36건, 40%)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반철도와 운행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토 로 도시철도 2개사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차량고장 사고가 51%

로 일반철도와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인 요인의 비율도 1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지 않은 비 을 차지하는 인  오류에 의한 사고의 방지 혹은 감을 

해서는 운 기기(장비)의 확충, 안 교육  안 문화의 창달, 업 리의 합리화 

등의 제도 , 시스템  노력과 함께 객  사고데이터와 체계  직무분석결과를 

토 로 개발된 과학 인 성검사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 동운수국( 동철도 회)의 운 계종사원 성검사담당자 강습회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표 2.4-3  그림2.4-3과 같이 운 종사자의 업무 성과 사고 간에 

일정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  표 2.4-3의 종합 성검사결과를 보면 

제1차 검사의 불합격자는 합격자에 비해 1.77배의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각각 세부 인 검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그림 2.4-3의 그래 는 체 으로 

우하로 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성 이 양호한 집단 쪽의 안 성이 높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철도선진국을 시한 모든 국가는 철도사고의 사 방  차원에서 과학

․체계  성검사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인 , 물  환경변화  사고유형과 패

턴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검사 항목과 내용의 연구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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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4-3  운 성검사 성 별 사고율

                         성 별

  인원구성

제1차검사

합격자

제1차검사

불합격자
합 계

운 계업무

종사자

실  수 (N)

구성비 (%)

140,061

88.3

18,612

11.7

158,673

100.0

책임사고의 

책임자

실  수 (A)

구성비 (%)

417

81.0

98

19.0

515

100.0

사고율
  만분율 (A/N)

구성비 (%)

30

100

53

177

32

107

(주1) 1985년도 국철 자료. 책임사고의 책임자는 운 성검사의 최종 정자료가 있는 자 원. 

(주2) 국철의 운 성검사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 3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 검사에서 합격범 에 들지 

      못한 경우는 보다 다면 이고 정 하게 치러지는 다음 단계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을 정하 다.   

       1978년 ~ 1982년 까지의 5년간 사고자집단과 일반집단의 성 을 비교.

사고지수 = 
사고자집단의 검사성 별 구성비 

 X 100
 일반집단의 검사성 별 구성비

그림 2.4-3  검사성 과 사고발생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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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주요 국가 성 리 제도 비교분석

(1) 성 리제도 모델

해외 주요 국가의 성 리제도는 철도안 업무종사자를 상으로 실시되고 있

다. 그 에서도 운 업무종사자(기 사)가 가장 근간이 되며 그 이외의 직종은 운

업무종사자와 동등하거나 완화된 형태로 차등 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운 업무종사자에 한 성 리제도를 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황을 

살펴본다.

해외 주요국가의 성 리제도3)를 분석한 결과 각 국가의 성 리제도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채용 행(노동시장패턴), 리자의 권한( 업 인사 리), 사고

(혹은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자의 리방식, 검사항목의 차원, 심리 문가 면담제

도 여부, 가령효과(Aging Effect)의 반 여부, 비용경제성 등 다양한 차원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들 국가 모두 철도안 과 철도사고 최소화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지

만 이들 요인들에 한 근 과 활용방식에 있어서 서로 간 차이가 있어 일부 

요인만을 고려하여 모델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을 종합 으로 단하여 앞의 그림 2.4-4와 같은 포지

셔닝 맵(Positioning Map)을 토 로 성 리제도제도의 유형별 모델을 1) 제도

리 시형 모델, 2) 인사 리 시형 모델, 3) 충형 모델의 3가지로 구분하 다4).

3) 본 연구에서는 적성검사제도와 적성관리제도의 개념을 구분하기로 한다. 적성검사제도는 안전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검사규정과 이에 따른 표준적인 검사항목과 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는 제

도임에 비해 적성관리제도는 표준적 적성검사와 함께 집합교육이나 현장에서의 관리를 통한 제반 적성관리까

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호주나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표준적인 적성검사는 채

용선발시에만 부과하며 입사 이후에는 집합교육과 현장관리를 중심으로 적성관리가 이루어지는 패턴을 유지

하고 있다.

4) 포지셔닝 맵에서 모델별로 군집화되어 있는 국가들의 상대적 위치는 특정한 의미가 없으며 다만 각각의 모델

에 속한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 X축과 Y축의 두 기준이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기 어려운 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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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포지셔닝 맵에 따른 국가별 성 리제도 유형

(가) 제도 리 시형 모델

그림 2.4-5  제도 리 시형 모델의 개요

이 유형은 운 업무종사자 등 안 업무종사자 채용시 최 의 성검사시험을 부

과하는 한편, 입사자가 업에 종사하는  기간에 걸쳐 련 검사규정에 따라 일

정한 주기의 성검사는 물론 사고 등의 유발시 별도의 특별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자질과 역량을 일정한 수 으로 유지하여 사고의 발생 혹은 재발생을 미

연에 방지하려는 엄격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정기 인 검사에 수반되는 시간, 노

력, 비용, 업무공백 등 여러 한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리를 엄격한 제도

 틀 내에서 표 으로 운 함으로써 인 오류에 의한 사고를 사 으로 방지

하려는 취지인 만큼 나름 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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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모델이 제도 리를 시한다고 해서 업의 인사 리를 소홀히 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이는 다만 국가 간의 상  비교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모델에 비해 

공식 인 검사시험제도에 비 을 둔다는 의미다.

네덜란드5)와 일본, 그리고 에스토니아6)가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데 역사 으로 

일본이 세부터 네덜란드의 사회문화  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에서 일본은 

네덜란드의 모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검사제도는 그 기반을 

일본에 두고 있는 만큼 그 틀은 일본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정기검사와 특

별검사시 부과하는 항목이 좀 더 많다는 에서 일본(그림 2.4-6)에 비해 엄격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 가지 주목할 은 가령효과(Aging Effect)에 의한 신체기능

의 하와 기억력 감퇴 상을 고려하여 정기 성검사주기를 연령 별로 차별화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네덜란드의 경우 성검사주기를 50세까지는 5년에 1회, 

50 이후는 4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정기검사주기에 가령효과를 반 한 좀 더 

엄격한 제도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6  일본 JR의 행 성검사제도 개요

(나) 인사 리 시형 모델

5) 네덜란드의 경우 안전업무종사자는 모두 비교적 짧은 주기의 엄격한 정기적성검사와 함께 관리자 주관 하에 

현업에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역량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선 인사관리중시형 모델의 성격도 있

으나 정기적성검사를 중시하면서 엄격히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제도관리중시형으로 분류하였다.

6) 에스토니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관리중시형 유형에 속하는 핀란드의 적성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5년 주기의 적성검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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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운 업무종사자 등 안 업무종사자 채용시 최 의 성검사시험을 부

과한다는 에선 앞의 모델과 차이가 없지만 입사 이후 안 업무종사자에 한 

리패턴은 자와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 유형에선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정기

검사제도가 없고 SPAD 등의 경우에 한해 리자의 단과 조치에 따라 임의 인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림 2.4-7  인사 리 시형 모델의 개요

철도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 등을 시하여 랑스, 독일(구서독),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이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독

일, 핀란드 등 게르만 계통의 국가들이 좀 더 엄격한 편이다. 이 업인사 리 시

형 모델은 공통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표 2.4-4 참조).

1) 채용선발시 성검사 과정에서 심리 문가(psychologist) 면담을 실시한다.

: 이는 지원자의 흥미, 태도, 동기, 정서, 성격 등 향후의 효과 인 안 련 업무

수행과 성과에 요한 잠재  역량으로 작용하는 심리요인에 해 정 한 검을 

하기 한 것인데 종사자의 인성, 성격 등에 한 심층 인 근과 악을 함으로

써 향후의 업무수행과 조직성과 달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문제 직원을 

사 에 배제한다는 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 정기 인 집합교육(Periodical Training)을 실시하고 엄격한 측정을 행한다.

: 인사 리 시형( 충형도 해당)에 속하는 국가들은 보편 으로 1년 ～ 3년 주

기의 집합교육(근무 장 혹은 연수원에서 실시)을 통해 일정한 교육시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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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실기교육을 행하는 한편, 일부 심리요인에 해서도 엄격

한 평가를 행하고 있다. 결국 이 유형의 국가들은 정기검사를 통한 표  리보

다는 집합교육을 통한 업지향 인 성 리에 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가 그 형 인 사례7)라고 할 수 있다.

3) 업의 리자에게 최 한의 인사 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업 리자는 자신의 부하에 한 리에 한 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

히 부하직원의 업무수행역량이나 인성 등 다양한 성요인에 해 동행 찰을 통

한 평가를 행하거나 부정기 인 임의의 측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

어 있다. 이 같은 인사 리 방식은 정기 인 성검사를 통한 제도  리를 시

하는 앞의 모델과 비교할 때 종사자에 한 강화효과(Reinforcement Effect)가 한

층 높다는 에서 큰 장 이 있다. 결국 인사 리 시형 모델과 앞의 제도 리 시

형 모델의 결정 인 차이 은 업종사자의 성 리를 정기검사라는 제도  틀 

내에서 운 할 것인가, 아니면 업 리자의 인사 리차원에서 운 할 것인가의 차

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 리 시형 모델도 나름의 장 은 있지만, 인사 리 시형 

모델의 경우 리자와 부하간의 1:1 응 찰에 의한 평가가 보다 용이하고 성과 

련한 조언(mentoring)도 효율 이라는 에서 성검사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합

리 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 모델은 정기 성검사에 수반되는 여러 가

지 노력과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  비용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 유형의 단 이라면 리자의 리더십과 역량에 따라서는 앞의 모델이 지니

는 장 인 표  성 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국

가들은 리자에 해서도 엄격한 평가를 행하고 있다.

4) 훈련교 의 역량(Trainer Competence)에 해서도 엄격한 평가를 행한다.

: 인사 리 시형 모델의 주요한 학습기반인 집합교육이 효율 이기 해서는 이

를 담당하는 훈련교 의 역량은 매우 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국가들은 

7) 호주 운전업무종사자의 경우 정기적인 적성검사 대신 3년 주기로 simulator에 의한 역량수준(Competence 

Level) 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simulator에선 기본적인 차량고장의 repair 능력도 측정함), Tutor Driver

가 측정결과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12개월 후 재시험을 부과하며, 12개월 후 재측정에서 다시 문제 

있을 경우는 재활과정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가 3 SPADS/5 years (즉, 과거 5년간 

3번 이상의 SPADS를 범함)인 경우 Tutor Driver와 Psychologist가 함께 문제운전업무종사자의 시뮬레이터 

훈련성적,  과거 적성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적성검사를 응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심

리전문가(External Psychologist)에게 보내 원인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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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 에 해서도 정기  혹은 부정기 인 역량평가를 엄격히 행함으로써 집합

교육에서의 학습효과 극 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유형의 국가들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은 운 업무종사자는 물론 기타 

직종에 해서도 신규채용시 성검사항목에 스트 스 응능력, 단독업무수행능

력, 시간제약상황에서의 단 처능력 등 정신  혹은 심리  역량(Behavioral 

Skills)에 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집합교육시 이들 항목에 한 엄 한 측정을 하

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는 이다. 이는 철도차량의 고속화, 1인 승무의 보편화,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부담 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민원이나 욕구에 

한 서비스 등 제반 시  조류와 철도과업환경의 속한 변화에 수반되는 심리 , 

물리  스트 스 증 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성검사 혹은 교육에 반 함으로

써 인 오류의 방을 도모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들은 채용선발시 언어  의사소통능력을 요한 검사항목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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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주요 4개국의 채용선발시 성 리 시스템 비교

          국 가

주요국면
 국 랑스 (구) 서 독 일 본 한 국

고용 행 필요시 직종별 수시채용
일 채용 후

직종간 순환보직8)
직종별 채용원칙9)

선발 시험 과정
 직종 

성검사 실시

-  직종 심리검사 

  실시

- 운 업무종사자 등 안

업무담당자는 특별

성 검사 실시 

-  직종 태도조사10)  

- 운 업무종사자 등 안

업무담당자는 특별

성  검사 실시 

상식, 학력, 건강, 인성,

성 등을 종합평가

신체/ 성검사와 학과목 

합격자를 상으로

면  후 채용 

추구하는 인재상   Specialist Generalist Specialist + Generalist11)

면  과정

심리 문가(psychologist)에 의해 동기, 성격, 흥미, 고객지향성 등 인성요인에 

해 면 , 평가

(지원자로부터 받은 성격측정용 설문, 심리검사결과, 신체검사결과 활용)

일반면 에 의한 

종합평가
공식 인 면  없음

인성의 측정 선발시 면 을 토 로 인성요인  진단
최 성검사의

문답형 품성검사로 체

재직 

정기검사 유무
없음 있음

역량(competence)에

한 
잠재역량(Implicit Competence)과 발휘역량(Explicit Competence) 시 잠재역량(Implicit Competence) 시

8) 일본의 경우 CDP(Career Development Plan: 경력계획)에 토대해 어떤 직종이건 반드시 일정 기간의 운전업무종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이 승진의 필요조

건이기도 하다.

9)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종별로 채용이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종간 순환이 허용되고 있다.

10) (구)서독은 선발과정에서 전직종에 대한 태도조사와 함께 운전업무종사자의 경우 특히 정신적 유연성, 타지역 근무에 대한 수용성, 기술/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관심도, 신뢰

성, 책임감, 의욕과 노력, 교대근무제도에 대한 수용성 등에 대한 개인적 특성도 함께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Korail의 경우 과거 철도청 시절 직종간 순환이 허용되지 않는 Specialist 중심의 인력운영이 원칙이었으나 공사화 이후 일정한 범주 내에서 순환보직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Generalist적 요소가 가미된 준 Specialist 지향적인 인력운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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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형 모델

이 유형은 앞의 두 유형, 즉 제도 리 시형 모델과 인사 리 시형 모델의 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업의 인사 리 심  성 리제도가 지

니는 모든 국면을 그 로 지니면서도 제도 리 시형 모델이 추구하는 표  

성 리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검사제도를 부분 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이다.

단, 이 경우의 정기검사항목은 제도 리 시형 모델과는 차이 이 있는데 네덜란

드나 일본(그리고 한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작업성 검사 등 심리  측면의 요인을 

측정하는 신 운 규정, 업무수행역량(운  등), 안 운  등 직무 심 인 기술

(skill)이나 지식(knowledge) 차원을 평가하기 하여 정기 인 측정평가를 행한다

는 이다.

그림 2.4-8  충형 모델의 개요

이와 같은 부분 인 정기검사 도입방식은 충형 모델을 채택한 국가의 자체 인 

상황에 따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에 한 정기  평가를 통해 철도안 을 

도모하기 한 제도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운 규정시험, 3년 주기), 

노르웨이(안 운 시험, 3년 주기), 스 스(안 운행역량시험, 5년 주기) 등이 여기

에 해당한다.

(2) 인사 리 시형  충형 모델의 성

역량과 최종 성과와의 계는 그림 2.4-9와 같이 도식화시켜 볼 수 있다. 조직 

성원의 직무수행과 련을 지니는 역량차원12)은 행동역량 (behavioral 

competencies), 기술역량 (technical competencies), 그리고 명시 으로 악하기 어

12) 역량(competencies)은 ‘인간의 행위나 사고, 상황의 추론방식에 영향을 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잠

재적 특성’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식 및 기술(skill) 등의 기술역량(technical 

competencies), 가시화하기 어려운 동기, 특질(traits), 자아개념 등의 행동역량(behavioral competencies), 

그리고 이 5가지 개념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기타역량으로 구분된다.



- 194 -

려운 기타 역량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들 3가

지 역량은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잠재역량으로 존재하지만 일단 이들 역

량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실질 인 성과를 창출한 경우는 이를 발휘역량(그림 

2.4-9에서의 real performance) 이라고 부른다.

그림 2.4-9  성역량과 성과모델

"훈련가능성"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림 2.4-9의 기술역량은 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한 차원이므로 교육을 통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즉 기술역량은 곧바로 발휘역량으로 환되기 쉽다. 반면에 행동역량

과 기타역량은 주로 일반 인 성격차원들과 하게 상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 으로 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행동역량과 기타역량은 좀 더 내재 인 특성을 지니는 역량요

소(그림 2.4-10의 공통기 성과 직업기 성13))인 것이다. 따라서 성격차원과 

련이 깊은 행동  기타 역량은 가  선발과정 혹은 개인의 경력평가를 통해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업의 인사 리 시형  충형 국가들의 성 리시스템

은 이 같은 역량개념에 토 를 두고 선발시 에서 성격 등 내면  특성이 강한 행

13) 안전업무종사자의 직업기초적성, 즉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직운

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각 15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업무종사자의 경우 종합판단력, 주의인

내력, 조사분석력, 관제업무종사자의 경우는 종합판단력, 조사분석력, 지휘통솔력이 좀 더 중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5 -

동역량을 악하기 한 다각 인 제도  장치를 두는 동시에, 채용 이후의 업무수

행과정에서는 정규교육을 토 로 기술역량(그림 2.4-10의 직무수행 성)의 증 와 

직무 심 인 성과평가, 즉 발휘역량의 평가에 최 한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시

스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10  성의 단계

(3) 성검사항목  주기 비교

국 등 4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성검사 세부항목14)을 채용선발시 의 최 검

사 에서 비교해본 결과 국가간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능, 주의력, 반응

성 등 여러 항목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차이 도 발견되는데, 

가령 작업태도의 경우 국, 랑스의 항목에서 제외된 이유는 작업태도검사에서 

악하려는 성격요인을 면 과정에서 측정하기 때문이며, 품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이 게 보면 비교 상 국가간의 주요검사항목 간에는 공통 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 등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스트 스 인내력 등 개인의 내면

 특성에 해당하는 기 성과 안 지식, 업무이해도 등의 직무수행 성이 포함되

어 있고, 일본의 경우 JR운 업무종사자에 한 고속 응능력평가가 시행되는 등 

국가간 일부 차이 도 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일본JR(3년에 1회 실시)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작업성검사만 부

과하는데 반해15) 우리나라는 지능과 품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부분을 유지하

14) 모든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운전업무종사자 -> 관제업무종사자 -> 열차운용원 등의 직종별 순서로 적성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을 차등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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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특별검사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최 검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일

부 항목을 제외하고 있는 일본이나 업 리자 재량에 의해 일부 항목에 국한시키

는 인사 리 심형  충형 모델의 국가에 비해 다소 엄격한 편이다.

표 2.4-5  주요 4개국의 성검사 세부항목 비교( 직종 포 )

국가 국 랑스 독일 일본 한국

한국

비

유사

항목

지  기능
(독해력,기억력,

학습능력)

인지능력

계산능력

논리 /기술  

문제의 이해력

기억력

식별성(지능) : 
변별력, 단력

지능

(선분기억,변별능력,형

태비교,도형조합,도형

추리,수열추리)

- - 작업태도
작업성(작업수행)

: 작업의 안정성,성격
작업태도

(면 과정에서 측정) 품성

지각운동기능
(주의력,집 력,

반응속도)

찰력

집 력

주의배분유지

다 정보해결

시각 /청각

인지능력

주의배분 : 
다 선택반응,주의배분

력,주의지속력

속도 측능력

주의력

(선택  주의력,주의배

분능력,지속  주의력)

거리지각능력

근육 동

반응속도

반응시간

반응속도  정확성
기민성(반응) : 
반응속도,정확성

안정도

민첩성

( 응능력, 단력,동작

정확력,정서안정도)

별도

항목16)

의사소통

안 지식

차규칙이해

단독업무수행

스트 스인내력17)

업무인식도(직무내

용이해)

언어능력

일반상식(면 측정)

지시과제해결 

-
고속 응

(JR운 업무종사자)
-

성검사 주기의 경우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정기검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네

덜란드, 일본이 우리보다 짧은 주기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랑스, 독일 

등 인사 리 심형  충형 국가들은 업에서의 정기역량평가가 심이 되고 

15) 사철의 경우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16) 별도항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차원의 항목을 의미함

17) 프랑스, 독일 등은 스트레스인내/단독업무수행 등의 적성을 현업의 교육과 역량평가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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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검사주기
직종별 검사항목

비 고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제도

리형

한 국 10년

작업태도검사
문답형

검사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선택 주의력

  -지속 주의력

안정도검사

주의력검사

  -선택 주의력

  -주의배분능력

민첩성검사

  - 응능력

  - 단력

  -동작정확력

  -정서안정도

주의력검사

  -주의배분능력

민첩성검사

  - 응능력

  - 단력

  -동작정확력

  -정서안정도

반응형

검사

일 본 3년 작업성 검사
1종 ~ 5종 까지의 

모든 안 업무종사자

네덜란드

5년

(50세 이상은 

4년)

이해력(comprehension)          독립심(independence)

책임감(sense of responsibilities)

단독업무수행능력(aptitude to solitary work)

불규칙업무수행능력(aptitude to irregular work)

정서안정도(emotional stability)  집 력(concentration capacity)

선택 주의력(selective attention) 반응능력(faculty of reaction)

기억력(deferred memory)       단력(capacity of judgement)

-11개 항목

-운 업무종사자 -> 

제업무종사자 -> 

기타 직종의 순으로 

기 이 차별 임

에스토니아 5년

독자  단력  결과 측능력   동심(cooperative)

스트 스인내력                  근면성(punctual and proper)

주의력(scrupulous)               시기억 능력(visual memory)

모국어 구사능력

-정부부처 상 규정임

-운 사에 따라서는 1

년 주기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충형

노르웨이 3년 안 운 (safety operations)

-모각 직종 공통사항

-합격시까지 계속 교

육을 받아야 하며 

업에 종사하지 못함

오스트리아

3년

(운 업무

종사자)

운 규정(knowledge  

 of operational 

 regulations)

 1년 이상 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교육실시후 시험

  -시험내용은 공백기간 여부에 따라 가변

스 스 3년 ~ 5년 업무지식  기능(knowledge and skills)
-운 업무종사자(5년)
- 제업무종사자(4년)
-기타(3년)

있음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다.

다음의 표 2.4-6은 정기 성검사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황자료이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부분은 5년 이하의 주기

를 유지하고 있다. 주기와 검사항목을 함께 고려하여 단할 때 네덜란드의 경우 

상당수 항목을 검사하는 한편, 주기의 경우도 가령효과를 반 하여 연령에 따른 차

등 용을 하고 있다는 에서 제도 으로는 가장 엄격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철도안 법에 의한 검사주기가 10년으

로 되어 있어 다소 완화된 형태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목의 경우 작업성 검사만 부과하고 있는 일본에 견주어 볼 때는 비교  엄격한 

편이다.

표 2.4-6  정기 성검사주기의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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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분석과 성항목

(1) 개요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을 상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에 사용된 기법은 찰 기법과 계층  직무분석 기법이다. 찰 기법은 자료수

집 방법의 하나로서 분석자가 직  장에서 직무수행자의 모든 행 를 찰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계층  직무분석(HTA; hierarchical task 

analysis) 기법은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부(副)직무들이 어떠한 조건하

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운 업무종사자의 운 직무에 한 직무분석은 모든 철도 운 업무종사자를 상

으로 수행하기는 실 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KTX 기장만을 상으로 수

행하 다. KTX를 선정한 이유는 최고 300km/hr의 고속으로 운 하기에 안 이 특

히 요하며, 일반열차와는 다르게 운 업무종사자 1인이 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

고 기존선과 고속선을 모두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 업무종사자 직무를 표할 수 

있다고 단하여 직무분석의 상으로 선정하 다. KTX 운 취 차서와 운 에 

련된 각종 지침서를 숙지한 후 실제 KTX 운 실에 동승하여 기장이 직무수행시 

어떠한 차에 의해 어떻게 수행하는지 찰, 기록한 후 다시 KTX 운  문가에

게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직무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운 업무종

사자 운 직무는 14개 분류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업무종사자의 제직무에 한 직무분석은 철도교통 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운 제업무종사자의 직무를 장에서 찰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다시 운

제업무종사자에게 검토를 받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 운 제업무종사자의 직

무유형은 일반열차 제직무와 동열차 제직무로 나 어져 있으며 분석 결과 

일반열차 제직무는 25개, 동열차 제직무는 20개로 분류 유형으로 나타났다.

열차운용원 직무분석을 하여 역의 특성(입환취  여부, 여객취  여부, 피열

차 취  여부, 선로차단 공사 시행 여부, 고속  일반열차 통과 여부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역 에 한 역을 선정하 다. 열차운행에 련된 제반 규정  매뉴얼

을 숙지한 상태에서 분석자가 열차운용원이 운 취  업무를 수행하는 운용실내에 

상주하며 열차운용원이 어떤 직무를 어떠한 순서와 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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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찰  기록하 고, 그 기록한 결과를 다시 열차운용원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열차운용원의 직무는 역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기

에 검토과정을 거치며 어느 한 역에 편향되거나 락된 직무분석 결과가 되지 않

도록 하 다. 열차운용원 직무는 10개 분류 유형으로 나타났다.

찰기법과 계층  직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직무분석을 하면서 장에서 직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찰, 기록하고 검

토를 받는 과정과 직무를 수행한 안 업무종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직무 성

격을 악할 수 있었다. 부록 에는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각

각에 한 직무 특성에 해 정리하 다.

(2)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직무분석 결과 도출된 단 직무와 성검사 항목 간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안 업무종사자인 운 업무종사자 15명, 제업무종사자 25명, 열차운용원 10명 등

을 상으로 다음과 같은 양식의 설문(표 2.4-7)을 배포하 다(부록 2.4-6 참조).

신체검사항목에서의 직무 련성 분석과 달리 성검사의 직무 련성 분석에서는 

각 단 직무의 련 성기능 도출이 개념 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

고 각 직종의 단 직무와 행 성검사항목간의 련성을 직 으로 연계하여 

단하도록 하는 단순화된 방법을 활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 각 직종의 응답자들은 각 단 직무에 한 차별  단에도 불구

하고 반 으로 각 단 직무와 성검사항목간의 련성이 높거나 간 정도라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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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직무분석과 성검사 항목과의 연 계 설문지(양식)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O : 련성 높음,   ∆ : 련성 간정도,   X : 련성 낮거나 없음)

No 단 직무

행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지

능

검

사

작

업

태

도

검

사

품

성

검

사

속

도

측

능

력

검

사

주의력 검사 거

리

지

각

능

력

검

사

안

정

도

검

사

민첩성 검사

응

능

력

단

력

동

작

정

확

력

정

서

안

정

도

선

택

 

주

의

력

주

의

배

분

능

력

지

속

 

주

의

력

1 출무

2 동력차로 이동

3 출발  차량 검

4 출발

5 가속

∙ ∙

∙ ∙

∙ ∙

3개 직종의 응답을 살펴보면, 먼  운 업무종사자집단의 경우 반 으로 지능

검사, 작업태도검사, 품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성검사항목에 해 직무와의 련

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연구간통과와 차선변경진입시 주의배분능

력, 거리지각능력, 단력  동작정확력이 좀 더 련성이 높다는 응답을 하 다.

제업무종사자 집단( 동열차 담당)의 경우는 속도 측능력과 거리지각능력항목

의 비교  약한 련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항목이 자신들의 직무와 높은 

련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열차운용원의 경우는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검사의 

련도가 좀 더 높으며, 지능검사, 작업태도검사, 품성검사, 거리지각능력검사의 

련도는 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응답하 다.

그러나 련도가 낮다고 응답한 항목의 경우도 그 평균값이 체로 1.5에 근 하

거나 그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행 성검사항목이 3개 직종 종사자들의 실

제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항목인 것으로 단되었다.

계속해서 각 단 직무에 요구되는 련 성기능이 무엇인지를 사후 으로 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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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필요 

정신  

기능

지능

검사

작업

태도

검사

품성

검사

속도

측

능력

검사

주의력 검사

거리

지각

능력

검사

안정

도검

사

민첩성 검사

응

능력

단

력

동작

정확

력

정서

안정

도

선택

 

주의

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

 

주의

력

운 업무

종사자

지휘통솔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획창의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종합 단력 246 236 206 274 276 274 282 290 274 228 316 294 276

조사분석력 202 188 158 230 226 230 232 246 218 190 262 238 214

조정 충력 112 110 102 140 132 128 136 150 130 104 144 138 128

섭외교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응  력 104 94 70 108 114 118 116 116 106 100 140 124 108

주의인내력 188 172 136 194 204 208 208 210 198 176 232 216 202

제업무

종사자

지휘통솔력 268 268 236 220 284 294 264 241 285 270 300 288 285

기획창의력 109 105 98 81 116 116 112 81 118 106 120 116 116

종합 단력 514 550 448 414 572 562 508 444 560 538 592 552 552

조사분석력 463 490 402 380 513 505 466 410 507 484 531 501 497

조정 충력 415 434 352 337 453 454 416 367 447 429 476 450 442

섭외교섭력 342 356 301 266 367 368 335 289 366 350 388 364 363

  응  력 423 441 369 327 460 457 401 357 449 429 473 443 453

주의인내력 415 432 357 339 453 449 418 372 449 431 476 445 447

기 하여 부록 2.4-3의 공통기 성  직업기 성의 제반 항목을 토 로 도출

한 8가지 성요인18)과 3개 직종 각 단 업무와의 련 정도를 악하기 하여 

업의 리자  실무자와 집 인 인터뷰19)를 실시하 고 이 결과(부록 2.4-7 

참조)와 앞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표 2.4-8과 같은 교차 요도 상 지수표

를20) 작성하 다.

표 2.4-8  필요 정신  기능과 성검사항목 비 상 지수21)

18) 지휘통솔력, 기획창의력, 종합판단력, 조사분석력, 조정절충력, 섭외교섭력, 대응력, 주의인내력 등 8개 요인.

19) 집중인터뷰 대상자는 각각 운전 14년 + 관제 10년, 운전 5년 + 관제 3년, 운전 3년 경력의 현업 인력이었

으며, 이들을 통해 각 직종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분석하였다.

20) 이 지수표는 각 직종 현업실무자의 현행 각 적성항목에 대한 중요도 응답치와 집중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각 

단위직무별 필요 정신적 기능 판별결과를 교차시켜 계산한 것임.

21) ① 표에 나타난 수치는 부록 2.4-6 직무분석과 적성검사 항목과의 연관관계 분석표 상의 값과 부록 2.4-7 

직무분석과 적성기능(정신적 요건)과의 연관관계에 토대하여 상대적 빈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 경

우 각 직종의 단위직무 수가 수치계산결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직종간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각 직

종 내에서의 필요 정신적 기능의 상대적 수치 비교로만 의미가 있다.

    ② 이탤리체 쓰인 수치는 각 필요 정신적 기능의 수치 중 가장 높은 값 대비 0.85 이상의 비중을 지닌, 즉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의미하며, 흑색의 밑줄 친 수치는 0.70 이상의 비중을 지닌 항목임. (여기

서 0.85 및 0.70의 기준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주관적 판단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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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필요 

정신  

기능

지능

검사

작업

태도

검사

품성

검사

속도

측

능력

검사

주의력 검사

거리

지각

능력

검사

안정

도검

사

민첩성 검사

응

능력

단

력

동작

정확

력

정서

안정

도

선택

 

주의

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

 

주의

력

열차

운용원

지휘통솔력 94 118 102 126 139 135 136 121 137 134 139 139 128

기획창의력 25 25 23 17 21 20 21 17 21 19 21 18 23

종합 단력 193 237 204 234 262 253 258 223 262 250 266 261 250

조사분석력 90 117 97 121 135 130 133 109 132 130 134 135 125

조정 충력 111 142 120 153 165 160 165 148 165 160 167 167 152

섭외교섭력 118 142 127 135 155 152 150 129 152 148 157 151 151

  응  력 74 94 82 98 111 109 108 94 108 108 110 110 103

주의인내력 168 212 181 217 241 233 237 206 241 231 245 243 227

  참고: 1. 필요정신  기능의 볼드체는 타기능에 비해 좀 더 많은 단 직무에 련이 있는 항목임

        2. 회색으로 표시된 수치는 3개 직종종사자들이 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한 항목의 수치임.

 

표 2.4-8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운 업무종사자의 경우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주의인내력이 여타의 정신  기능에 비해 상 으로 

시되고 있으며, 제업무종사자의 경우는 지휘통솔력과 기획창의력을 제외한 

부분의 정신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열차운용원의 경우는 종합 단력과 주의인내

력이 상 으로 시되고 있다.

둘째, 운 업무종사자의 경우 종합 단력은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

지각능력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검사( 응능력제외)와 좀 더 련이 있고, 조사분

석력은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능력검사, 민첩성검사( 응능력과 

정서안정도 제외)와 좀 더 련이 있으며, 주의인내력은 주의력검사, 거리지각능력

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검사( 응능력제외)와 좀 더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업무종사자의 경우는 과업의 특성상 속도 측능력검사, 거리지각능력검

사  품성검사를 제외한 체 검사항목의 련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운 업무종사자에게서 상 으로 덜 시되고 있는 지능검사와 작업태도검사

가 비교  시되고 있는 이 주목된다. 열차운용원의 경우는 작업태도검사,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 안정도  민첩성의 항목들이 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반 으로 보았을 때 행 성검사항목은 필요 정신  기능에 따른 항목

별 요도와 비교할 때 문답형 검사인 지능검사, 작업태도검사  품성검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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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형검사의 경우는 체 으로 부합하고 있어 

안 업무종사자의 필요 정신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지만, 행 성검사제도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종별 검사항

목과 비교할 때(표 2.4-9), 운 업무종사자의 경우 민첩성검사가 제외되고 있어 이

에 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표 2.4-9 직종별 주요 필요 정신  기능  련 성항목과 행 검사항목 비교

직종구분

필요 

정신  

기능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지

능

검

사

작

업

태

도

검

사

품

성

검

사

속

도

측

능

력

검

사

주의력 검사 거

리

지

각

능

력

검

사

안

정

도

검

사

민첩성 검사

응

능

력

단

력

동

작

정

확

력

정

서

안

정

도

선

택

 

주

의

력

주

의

배

분

능

력

지

속

 

주

의

력

운 업

무종사

자

신규검사 - - - - - - - -

정기검사 - - - - - - - -

특별검사 - - - -

종합 단력 ▴ ▴ - ▴

조사분석력 ▴ ▴ - ▴ ▴ ▴

주의인내력 ▴ ▴ - ▴ ▴

제업

무종사

자

신규검사 - - - -

정기검사 - - - - - -

특별검사 - - - -

종합 단력 ▴ ▴ ▴

조사분석력 ▴ ▴ ▴

조정 충력 ▴ ▴ ▴

섭외교섭력 ▴ - ▴

  응  력 ▴ - ▴ ▴

주의인내력 ▴ ▴ ▴

열차

운용원

신규검사 - - - - -

정기검사 - - - - - - -

특별검사 - - - - -

종합 단력 ▴ ▴ ▴

주의인내력 - ▴ ▴

 (범례 :  행 성검사항목,  상 지수 0.85 이상의 필요 성검사항목, ▴ 상 지수 0.70 

이상의 필요 성검사항목)

라. 성검사항목의 통합목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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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항목

문답형  ○지    능     ○작업태도   ○품    성

반응형

 ○속도 측능력
 ○거리지각능력
 ○주의력 :  - 선택  주의력
             - 계속  주의력
 ○안정도
 ○민첩성(동작정확, 응능력, 단력, 정서안정도)

(1) 조사 방법

직무분석 결과에 토 한 직무와 행 성검사항목간의 련성 분석 이외에 업

의 실무자(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와 문가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로 하

다. 이를 해 해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검사 항목의 비교조사 결과를 

토 로 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목록을 작성하

다. 말하자면 아래의 성검사항목 목록은  시 에서  세계 국가들이 성검

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항목을 통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통합목록을 토 로 다음

과 같은 요령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철도 문가 집단 7명과 철도 운 업무종사자 55명22), 제업무종사자 

96명을 상으로 하여 2007년 2월～5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문가 집단은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안 공단의 성검사

련 문가들과 직 운 업무종사자 출신의 리직 이상으로, 운 업무종사자 집단

은 직 고속철도차량, 제1종 기차량, 제2종 기차량 운 업무종사자로 구성하

다23). 제업무종사자들은 구로 제센터  구로역 인원들과 서울메트로 인원들

로 구성하 다.

설문은 7  척도로 하여( 요도 매우 낮음 1  ～ 요도 매우 높음 7 ) 각 항

목의 요도를 체크하도록 하 는데 체 항목의 범주를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질

문하 다. 즉, 국내 운 업무종사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행 성검사 항목군과 

철도선진국들의 보편 인 성검사 항목군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2.4-10  성검사항목 통합목록

22) 1차 조사의 운전업무종사자 표본수가 13명으로 과소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3~5월간 전문가 4인, 운전업

무종사자 42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23) 원칙적으로 전문가집단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입장

을 고려하여 일반운전업무종사자의 견해를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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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목

종합

성격

 ○스트 스 상황에서의 인내력
  (스트 스 처능력)
 ○ 인 계    ○고객응 (고객서비스) 의식
 ○단독업무수행능력 

지  능력 등

 ○독해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
 ○모순된 정보의 처리능력    ○발표력
 ○안 지식                  ○ 차/규칙 이행능력
 ○기술 련 지식 ○시간제약에서의 단과 처능력

지각/반응  ○동체시력  야간시력

기 타  ○심리 문가의 면담

 

그리고 재 운 업무종사자들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제업무종사자와 열차운용

원 등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민첩성 검사’( 응능력, 단력, 동작정확력, 정서안정

도) 항목도 운 업무종사자 업무와 많은 연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문항목

에 포함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설문을 배포했던 문가 일부와의 인터뷰를 수행하 다

(2) 설문 결과

(가) 행 국내 검사항목의 설문결과

우리나라의 행 성검사 항목의 요도에 해 문가들과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2.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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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집단 운 업무종사자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지능검사 7 4 7 5.71 1.25 55 1 7 4.18 1.19

작업태도 7 3 6 4.86 1.07 55 2 7 5.24 1.43

품성 7 5 7 6.14 0.69 55 3 7 5.20 1.27

속도 측 7 3 7 5.57 1.27 55 2 7 5.33 1.41

선택 주의 7 5 7 5.86 0.69 55 3 7 5.36 1.28

그림 2.4-11  행 우리니라 성검사항목의 집단간 설문결과 비교

1) 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표 2.4-11 에서 보듯이 문가 집단은 설문결과 품성검사와 지속 주의 검사에 

해 평균값이 6 을 넘었다. 이 두 항목은 조사결과의 표 편차에 나타나듯이 

문가 간 편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문가 집단은 정  인상척

도, 신경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과 정신증 성향을 측정하는 품성검사와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속  주의력을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편차가 

낮으면서 요하다고 인식한 항목은 선택  주의 검사, 주의배분 검사, 단력이었

다. 문가 집단은 부분의 항목에 해 요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작업태도 검사는 요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인식하 다.

2)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계속해서 표 2.4-11에서 보듯이 운 업무종사자 집단은 설문결과 6  이상의 

수가 나온 항목은 없었지만 단력, 지속 주의, 동작정확력 항목의 순서로 요도

를 높게 인식하 다. 행 운 업무종사자 성검사항목에는 단력이 포함되어 있

지 않고 제업무종사자와 열차운용원 등의 성검사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다. 행 

검사에서 빠져있는 단력이 가장 높은 수를 받은 이 특이한 이다. 문가 

집단에서 요하다고 평가한 지속  주의가 두 번째로 높은 수를 받았다. 운 업

무종사자 집단도 부분의 검사 항목에 해 요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

으며 지능검사에 해서는 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 다.

표 2.4-11   성검사항목에 한 문가,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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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집단 운 업무종사자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주의배분 7 5 7 5.86 0.69 55 3 7 5.25 1.21

지속 주의 7 5 7 6.29 0.76 55 3 7 5.51 1.15

거리지각 7 4 6 5.29 0.76 55 2 7 5.16 1.24

안정도 7 4 7 5.57 1.27 55 3 7 5.29 1.12

응능력 7 4 7 5.43 1.13 55 1 7 5.11 1.30

단력 7 5 7 5.71 0.76 55 3 7 5.64 1.30

동작정확력 7 4 6 5.57 0.79 55 3 7 5.42 1.13

정서안정도 7 4 7 5.29 0.95 55 3 7 5.40 1.18

3) 제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제업무종사자 집단은 단력이 안 운행과 사고감소를 해서 가장 요하다고 

응답하 고, 주의배분, 응능력, 동작정확력 순으로 요도를 부여했다

표 2.4-12   성검사항목에 한 제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

제업무종사자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단력 96 1 7 6.26 1.12

주의배분 96 1 7 5.88 1.06

응능력 96 2 7 5.88 1.09

동작정확력 96 1 7 5.84 1.12

선택 주의 96 2 7 5.75 1.03

정서안정도 96 2 7 5.70 1.11

작업태도 96 1 7 5.47 1.16

품성 96 1 7 5.45 1.18

지능검사 96 1 7 5.16 1.25

4) 집단간 비교

각 집단의 설문결과를 비교해 보면 유사하게 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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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지속 주의 항목이 있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해외 검사항목의 설문결과

해외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성검사 항

목24)에 한 문가와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는 그림 2.4-12와 같다.

그림 2.4-12 철도 선진국 성검사 항목의 집단간 설문결과 비교

(가) 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표 2.4-13에서 보면 문가 집단은 설문결과 단독업무수행능력검사, 시간제약  

단 처능력, 스트 스상황에서의 인내력, 차/규칙이행능력, 안 지식에 해 평

균값이 6 을 넘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조사결과의 표 편차에 나타나듯이 

문가 간 편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과 제어시스템의 발 으로 인해 1

인 승무원 체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에 단독업무수행능력이 요한 것으로 인

식했고, 도착시간이 정해져 있는 차량의 운 업무종사자가 받는 시간제약  단

처 능력도 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스트 스 상황에

서 인내력을 가지고 상황에 처하는 능력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운 업무

24) 외국의 적성검사항목에 대해 생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문 배포시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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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기본역량인 차와 규칙의 이행  안 에 한 지식도 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2.4-13  해외 주요국가의 성검사항목에 한 문가,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

문가 집단 운 업무종사자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시간제약  단 처 7 6 7 6.42 0.54 55 3 7 5.78 1.08

안 지식 7 5 7 6.29 0.76 55 3 7 5.35 1.17

스트 스상황 인내력 7 5 7 6.14 0.90 55 2 7 5.24 1.09

단독업무수행 7 4 7 6.00 1.00 55 2 7 5.40 1.24

차/규칙이행 7 5 7 6.00 1.00 55 3 7 5.38 1.11

기술 련지식 7 4 7 5.86 1.07 55 3 7 5.42 1.17

야간시력 7 4 7 5.71 1.11 55 1 7 4.84 1.32

의사소통 7 3 7 5.27 1.50 55 1 6 4.29 1.18

모순된 정보처리 7 3 7 5.29 1.38 55 1 7 4.78 1.26

동체시력 7 3 7 5.29 1.25 55 1 7 4.89 1.24

심리 문가 면담 7 3 7 5.14 1.35 55 2 7 4.64 1.18

고객응 7 3 7 5.00 1.53 55 3 7 4.69 1.02

인 계 7 3 7 4.86 1.68 55 2 7 4.69 1.22

독해 언어 7 3 7 4.27 1.50 55 1 6 3.85 1.08

발표력 7 2 7 3.86 1.68 55 1 6 3.85 0.99

(볼드체 항목 : Behavioral Skills,     친 항목 : Technical Skills)

2)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표 2.4-13에서 보면 운 업무종사자 집단은 설문결과 시간제약  단 처, 기

술 련 지식, 단독업무수행 검사에 해 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3) 제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제업무종사자 집단은 시간제약  단 처를 가장 요하다고 응답하 고, 단

독업무수행능력, 안 지식, 차/규칙이행 순으로 요하다고 응답하 다.

표 2.4-14  해외 주요국가의 성검사항목에 한 제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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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종사자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시간제약  단 처 96 1 7 6.25 1.02

단독업무수행 96 1 7 6.11 1.14

안 지식 96 1 7 5.80 1.13

차/규칙이행 96 1 7 5.79 1.07

스트 스상황인내력 96 1 7 5.64 1.13

모순된 정보처리 96 1 7 5.59 1.10

기술 련 지식 96 1 7 5.54 1.09

고객응 96 1 7 5.45 1.21

인 계 96 1 7 5.19 1.10

동체시력 96 1 7 5.09 1.09

야간시력 96 2 7 5.01 1.01

의사소통 96 1 7 4.97 1.25

발표력 96 1 7 4.73 1.18

심리 문가면담 96 1 7 4.69 1.21

독해  언어 96 1 7 4.39 1.28

4) 집단간 비교

각 집단의 설문결과를 비교해 볼 때 시간제약  단 처능력을 두 집단 모두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단해볼 수 있다.

(다) 항목별 세부 분석

철도 선진국 성검사항목  안 운행과 사고 감소를 해 꼭 필요한 항목 3가

지를 선택해 달라는 설문을 종합한 결과는 그림 2.4-13과 같다. 이 설문은 문가 

집단 11명, 운 업무종사자 집단 31명으로부터 얻은 것에 토 해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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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 성검사항목에 한 문가,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 

비교( 수화)

표 2.4-15  성검사항목에 한 문가, 운 업무종사자 집단의 설문결과( 수화)

문가

 집단 문가

수

운 업

무종사

자

수

운 업무종사자

 집단

검사항목
1 2 3 1 2 3

3 2 1 3 2 1

독해 언어 0 0 0 0 0 0 0 0

의사소통 0 0 1 1 5 1 1 0

발표력 0 0 0 0 0 0 0

모순된 정보처리 0 0 1 1 13 4 0 1

인 계 0 0 1 1 11 3 0 2

고객응 0 0 0 2 0 1 0

단독업무수행 0 1 1 3 28 6 4 2

시간제약  단 처 2 2 0 10 41 10 4 3

스트 스 상황인내력 2 1 0 8 18 0 9 0

차/규칙이행 1 1 1 6 28 3 6 7

안 지식 1 0 1 4 25 2 6 7

기술 련지식 0 1 1 3 4 0 0 4

동체시력 1 0 0 3 4 0 0 4

야간시력 0 1 0 2 0 0 0 0

심리 문가면담 0 0 0 0 7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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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5에서 보듯이 문가 집단은 시간제약  단 처능력이 안 운행과 사

고감소를 해서 가장 요하다고 응답하 고 스트 스상황 인내력, 차/규칙 이

행 순으로 요도를 부여했다. 운 업무종사자도 문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제약  

단 처능력과 차/규칙이행을 요한 것으로 인식하 다. 단독업무수행에 한 

요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마. 스트 스인내력/비상상황(시간제약) 처능력/단독업무수행능력

(1) 안 업무종사자와 과업환경

인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높은 수 의 스트 스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주의와 능력성과주의의 확산,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과 속해지

는 삶의 속도,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과도한 의사소통 강요 등과 더불어 철도

조직의 경우 시설  설비의 자동화에 따른 운 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고속화, 노선의 지속  신설  연장에 따른 운 의 복잡성, 인력 감추세에 의한 

단독승무의 보편화, 엄격한 정시성의 요구, 고객의 까다로운 민원 증 , 사고에 

한 책임의 가 화 등으로 인해 안 업무종사자들의 스트 스 수 은 날로 증 되

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과업환경 하에서 실제로 업의 안 업무종사자가 업무수행과 

련하여 느끼는 압박감 혹은 스트 스의 구체 인 배경  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기 하여 업 리자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4-16과 같다.

면담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운 업무종사자가 느끼는 스트 스의 종류와 범

의 정도가 나머지 두 직종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운 업무종사자의 경우 다른 

두 직종에 비해 반복되는 교번근무와 정시성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 스의 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업무종사자의 경우는 운 업무종사자가 느끼는 스트

스보다는 그 수 이 다소 낮지만 정확한 단과 조치가 요구되는 제업무의 속

성상 지속 인 스트 스가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차운용원의 경우는 운

업무종사자와 제업무종사자보다는 스트 스 수 이 훨씬 경미하지만 면담결과에

서처럼 제센터로부터 임된 사항을 차질 없이 독자 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압

박감은 항상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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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주요 국면
스트 스 요인

비 고
신체  요인 정신(심리)  요인

운 업

무종사

자

휴식시간 ―

휴식시간  개인의 집안일  사회생활 과정

에서 정시 업무복귀와 정시승무에 한 지속

인 강박감 (사고 자체  결과에 따른 인사상 

책임  불이익에 한 우려감)  

사고경험자의 

경우 기불

안 수 은 더

욱 높음

지속 인 교

번근무의 수

행으로 생활

리듬의 유지

가 상 으

로 어려움

출근 ―

인명사고  고장의 발생가능성에 한 기불

안

정시 교번근무교 의 압박감

승무시

소변, 설사, 졸음 등 생리 상에 

따른 압박감 

지하철의 경우 터 구간의 폐쇄

성에서 오는 불안감

터 구간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졸음의 극복에 한 강박감

지하 노선의 경우 공해로 인한 

신체  불쾌감  

신체  요인에 따른 강박감의 이효과에 의한 

스트 스 

인명사고  고장의 발생가능성에 한 기불

안

정시성과 승객안 이라는 상호배타 인 두 기

의 경합에 따른 강박감  

승객의 과도한 민원(폭언, 과격행  등에 따른 

스트 스) 

단독 승무의 경우 수반되는 과도한 긴장 

교육시 ―
안   지시사항의 반복  청취에서 오는 심

리  거부감  강박감 

비상시 ―

비상상황 조기 종료에 한 압박감 

단독 승무의 경우 수반되는 과도한 긴장  독

자  단과 조치책임에 따른 압박감

제업

무종사

자

근무시
과도한 언어  의사소통에 따른 

목과 구강부 의 피로 

일상 인 다  단  지시에 수반되는 집

력 유지에 따른 피로와 스트 스

일평균 100여건 후에 이르는 제 련 의사

소통에 수반되는 피로와 스트 스  

비상시 ―
제한된 의사소통수단(무 기, CCTV)에 의존한 

정확한 상황 단에 한 압박감

열차

운용원
근무시 ―

제실 지시사항의 수행시 수반되는 책임감과 

긴장감에 따른 스트 스 

제실 주도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은 장의

열차운용요원이

독자  단하에  

이행토록 임함 

역 내의 제실 단독근무상황에 수반되는 압박

감 

이 때문에 열차

운용원은 ‘1인

제사’로 불리기도 

함  

이처럼 안 업무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스트 스가 실

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의 교육  평가체계 내에서는 이에 한 배려나 

지원, 혹은 정규검사 등 공식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 리 심형  충형 국가들의 경우 거의 부분 이 같은 사회 , 시  

상황을 수용하여 우리보다 앞서 스트 스인내력/비상상황(시간제약) 처능력/단독

업무수행능력에 한 교육이나 검증을 이미 제도 으로 반 하고 있다.

표 2.4-16 안 업무종사자의 스트 스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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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부과단계 

 항목

직 종
비 고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오스트리아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Ability to withstand work 

stress)

●
( “ )

●
( “ )

교육훈련 비상상황
처능력

●
(Action in case of faults)

●
(Handle unusual events) ―

벨기에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Management of a task under 

temporal stress)
― ―

덴마크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

(Work under pressure) ―

단독업무
수행능력

●
(Attitude towards working 

alone)
― ―

핀란드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Ability to work under 

stress)
― ―

독 일 교육훈련 스트 스 
처능력

●
(Behavioral skills for coping 
with stress and conflicts)

― ―

룩셈부르크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Behavior in the tension 

moments)

●
( “ )

●
( “ )

네덜란드
정기 성
검사

단독업무
수행능력

●
(Aptitude to solitary work)

●
( “ )

●
( “ )

기 사: high,
제사: weak,
운용원: low

스페인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Capacity to withstand work 

stress)
― ―

노르웨이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Stress tolerance)

●
(Stress coping) ― 25~30%가 

불합격

스 스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
(Work under pressure / Cope 

with conlicts)
―

비상상황
처능력 ― ●

(Work independently) ―

단독업무
수행능력 ― ●

(Work independently)
●

(Work independently)

교육훈련

스트 스 
처능력

●
(Coping with stress) ― ―

비상상황
처능력 ―

●
(Handle abnormal operational 

situations)
―

단독업무
수행능력 ― ―

●
(The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nd take 

decisions)

에스토니아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Ability to work under ― ―

(2) 해외 사례와 시사

스트 스인내력/비상상황(시간제약) 처능력/단독업무수행능력과 련하여 인사

리 심형  충형에 속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4-17

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국가에 따라 신규채용이나 평소의 교육훈련과정, 혹은 정

기 성검사  어느 한곳에서 반 하는 경우도 있고, 오스트리아나 스 스처럼 채

용과 교육 등 두 국면에 모두 반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각 직종에 해 동일한 

내용을 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인 내용을 용하

는 경우도 있다.

표 2.4-17 스트 스요인 련 해외사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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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부과단계 

 항목

직 종
비 고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stress)

 국 신규채용

스트 스 
처능력

●
(Tolerance of stress)

확인 안됨 확인 안됨

2006년 채택
(채용선발시 
면 과정에서 

체크)
단독업무
수행능력

●
(Tolerance of working alone)

빈 도

항 목
직 종

계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스트 스 
처능력 10 5 2 17

비상상황
처능력 1 3 ― 4

단독업무
수행능력 3 2 3 8

계 14 10 5

해외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스

트 스인내력, 비상상황(시간제약) 처능력  단독업무수행능력이 안 업무종사자

들에게 있어서 철도안 과 효과  업무수행을 한 요한 성요인으로 단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사회  환경과 철도의 업무환경의 속

한 변화가 래됨으로 인해 기존의 성검사 항목만으로는 이 같은 새로운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성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신규채용시 혹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이들 역량의 검증  육

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이들 항목의 직종별 용범 와 기 을 반 으로 보았을 때 운 업무종

사자 -> 제업무종사자 -> 열차운용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항목별 

용 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트 스 인내력의 경우는 운 업무종사자 직종이 나

머지 두 직종에 비해 훨씬 시되고 있는 반면 비상상황 처능력의 경우는 빈도

수는 작지만 운 업무종사자에 비해 제업무종사자 직종이 좀 더 시되고 있다. 

이는 실제 비상상황시의 업무 로세스가 ‘상황보고 -> 제업무종사자의 단과 

지시 -> 운 업무종사자의 조치행 ’로 이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즉 비상상황

의 경우 제업무종사자의 단이 결정  역할을 하며, 운 업무종사자에게 요구되

는 역량은 제업무종사자의 효과 인 의사소통을 토 로 한 조치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신 , 심리  차원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평소의 교육과 훈련을 통

해 배양될 수 있는 업무수행차원의 지식과 기능(Technical Skills)이 차지하는 비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운 업무종사자의 경우는 단독승무환경이나 운 업

무 그 자체에 수반되는 스트 스  교번근무와 정시성의 압박감에서 기인하는 각

종 스트 스에 한 인내력이 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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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개 직종을 통틀어 볼 때도 스트 스 인내력(빈도수 17)과 단목업무 수행

능력(빈도수 8)의 경우가 비상상황 처능력(빈도수 4)에 비해 좀 더 시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한 앞에서의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스트 스 인내력과 단목업무 수행능력은 평소의 교육훈련으로 배양이 어려운 

심리 성 요인임에 비해 비상상황 처능력은 평소의 교육훈련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3) 문가 설문조사

앞에서 언 한 성검사항목의 통합목록을 토 로 한 문가  업운 업무종

사자에 한 설문조사에서 스트 스인내력/비상상황(시간제약) 처능력/단독업무수

행능력의 세 항목에 한 우선순 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철도과업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른 스트 스 유발요인의 존재에 한 상황  인식이 반 된 것이라 하겠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세 항목에 한 제도화 가능성 여부에 한 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해 아래와 같은 양식(표 2.4-18)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 2.4-18  문가 설문조사 양식

철도선진국 항목 활용방안
정

(可否)
이유

○ 단독업무수행능력
교육훈련

검사항목

○ 시간제약(비상) 

상황에서의 단과 

처능력

교육훈련

검사항목

○ 스트 스 상황에서의 

인내력

   (스트 스 처능력)

교육훈련

검사항목

문가집단은 성의 심리  측면에 한 단을 하여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교통안 공단의 검사담당자, 련 학과 교수 등 6인의 문가를 선정하 다.

설문결과 문가 집단은 이들 세 항목의 도입필요성(교육훈련 혹은 정규검사항

목)에 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세 가지 항목에 한 측정

이 행 성격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행 성격검사가 

설문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 그리고 피검자의 설문응답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

불안에 따른 왜곡 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행 성격검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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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한편 성검사 피검자의 입장에서 행 성검사 각 항목에 한 수검과정에서 

일정한 스트 스가 유발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항목 자체가 스트 스 인내력을 부

수 으로 측정하는 목 도 담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이 한 논리가 부족

하다. 정형화된 성검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 스는 비정형

인 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 스와는 본질 으로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스트 스 련 항목들은 모두 별도의 역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행 성검사제도 하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들 세 항목에 한 별도

의 연구와 제도 인 배려가 조속히 요구되는데, 특히 스트 스 정도가 높은 운 업

무종사자를 상으로 스트 스 처역량의 제고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3. 연구 결과

가. 행 성검사항목

우리나라의 철도안 업무종사자에 한 성 리제도는 일본형 방식을 토 로 하

는 제도 리 시형 모델로서 국가 주도 하의 표  리를 시하고 있다. 직무분

석과 설문조사를 토 로 단할 때 행 안 업무종사자에 한 성검사항목은 

지속 인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업인사 리형과 충형의 경우도 선발채용시의 최 검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시

행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부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에서 행검사항목은 

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직무분석결과에 토 한 직무- 성간 연 분석에서도 3개 직종 모두 행 성검

사 항목에 한 반 인 필요성에 해 공감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문가와 운 업무종사자집단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 성검사제도에 해 문가 집단과 운 업무종사자 집단 모두 유지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덜 요하다고 선택한 항목으로 문가 집단은 작업태도검사 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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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사자 집단은 지능검사 다. 두 항목이 행 검사제도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인지 여부는 추후 항목별 세부 연구를 토 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기검사  특별검사의 경우 검사항목범 가 일본의 사례에 비해 다소 엄

격한 측면이 있지만 검사주기의 경우 네덜란드나 일본에 비해 다소 완화된 10년 

주기라는 을 감안하면 엄격한 표  성 리를 해 일본 등 비교 상 국가보

다 좀 더 확 된 검사항목범 를 유지하고 있는 행제도는 그 논리  근거가 있

다.

나. 추가 제안 항목

해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검사 항목을 체 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사 리 심형  충형 국가들의 경우 업무수행 련 지식이나 스트 스 인

내력 등을 추가 으로 교육 혹은 측정하고 있다는 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높은 우선순 를 보인 스트 스 인내력, 단독업무수행능력, 

시간제약상황에서의 단 처능력, 그리고 업의 안 직무수행에 필수 인 안 , 

업무 차  규칙, 기술 련 지식 등의 역량(Technical Skills)은 안 업무종사자의 

과업환경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변화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 혹은 평가제도를 통해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25). 

그림 2.4-14  성 련 추가고려항목 제안

25) 안전업무종사자(특히, 운전업무종사자)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이는 인적오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영학회, 여가학회 등 여러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

는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수반하는 정신질환은 

직장은 물론 한 인간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업관리자와의 집중인터뷰

에서 스트레스에 따른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운전업무종사자의 사례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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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평가기  개발

1. 연구수행 방법  차

인간의 부 한 응은 구 지하철 참사에서 경험하 듯이 사고의 발생뿐만 아

니라 그 이후에 개되는 양상에까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간의 개입을 완 히 배재한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

고, 언제라도 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철도안 법 시행령」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에서는 신

체검사의 용 상을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

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 신체검사 항목과 불합격기 은 부록 2.5-1에 기술하 다.

“철도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한 지침“에 의하면 신체검

사는 그림 2.5-1의 차와 같다. 먼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 정

서와 함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작성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제출한다. 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항목 정상범  참고표를 참고로 신체검사를 수행하고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측정치와 함께 기록하고 그 구분

이 어려울 경우에는 측정치만을 기재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정 에게 

제출한다. 신체검사 정 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격기 에 따라 정한다. 신체검사 정 은 기 에 합할 경우

에는 “합격”란에 “V” 표시하고, 재검사 는 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정보류”란

에 “V”로 표시한 후 피검자 주의사항 등을 기록하거나 별도 소견서 등을 첨부한다. 

그리고 기 에 맞지 않아 불합격 단을 내릴 경우 “불합격”란에 “V” 표시한 후 

불합격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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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

•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 신체검사 항목 정상범위 참고표

신체검사 검사자

• 문진표
•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판정관
(검사 결과 판정)

신체검사 지정병원

정밀검사

• 신체검사 판정서

• 문진표

• 결과판정 부족

• 신체검사 판정서

• 신체검사 자료

수검자

•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 신체검사 항목 정상범위 참고표

신체검사 검사자

• 문진표
•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판정관
(검사 결과 판정)

신체검사 지정병원

정밀검사

• 신체검사 판정서

• 문진표

• 결과판정 부족

• 신체검사 판정서

• 신체검사 자료

그림 2.5-1 신체검사 흐름도

그림 2.5-2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항목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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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업무종사자의 신체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한 이상 인 연구방법론은 

실제 안 업무종사자를 상으로 철도안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신체검사 항목에 

명시된 질환과 질환에 걸린 사람을 상으로 철도 운 환경을 반 한 모의시설 환

경 하에서 각 검사 항목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상 인 

연구방법론은 연구수행과 연구 상 선별에 있어서 실 인 문제 이 있어서 본 

연구의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그림 2.5-2와 같고, 이에 한 주요 연구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업무종사자들의 신체  특성을 평가하기 해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인 

신체검사 제도를 조사하고 철도 선진국에서 시행 이거나 향후 시행을 해 연구

되고 있는 항목들을 비교하 다. 이에 한 내용은 부록 2.5-2에 기술하 다.

산업의학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친목과 학술교류를 도모하는 동시에, 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건강 리와 질병 방을 연구 개발하는 문의학회가 국내에 있다. 

본 연구는 문의학회를 통해 자문 형태로 행 신체검사 항목에 한 문가 의

견을 수렴하 다. 한, 제업무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분석, 해외 

주요 국가 신체검사 모델 분석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 다.

근본 으로 인간은 불완 한 존재이므로 인간이 개입되어 운   리되는 체계

들은 인 오류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

다. 이러한 가능성을 완 히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각도의 노력을 통하여 인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철도산업에서 발생하는 인 오류

의 감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 오류 향인자의 요인별 요도를 평가하

다. 한, 본 연구는 안 업무종사자 직무분석(Task Analysis)을 이용하여 기본 자

료를 획득하며, 이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계를 평가하

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요약하면, 인 오류 향인자의 요인별 요도 평가와 안

업무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계 평가를 토 로 개선된 

신체검사 모델을 설정하며, 업종사자  문의학회 의견,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연구의 보조정보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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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보고서에 있는 인 오류 향인자(ESFs)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차년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업무 성 평가기  개발 ” 연구보고서 자료를 용하

으며, 이를 근거로 인 오류 향인자(ESFs)와 신체요인과의 개연성 계를 악

하 다.

가. 인 오류 향인자(ESFs)와 신체요인 분석

(1) ESFs의 분류

ESFs의 분류 항목으로는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 안 업무 특성요인, 작업장 

환경요인의 세 가지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은 직무를 수행

하는 안 업무종사자의 정신 , 육체 , 심리  특성과 련된 요인들을 말하고, 안

업무 특성요인은 수행되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특성  업무에 련된 특

성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요인은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장의 화학 , 물

리  환경과 련된 요인들을 말한다.

(2) ESFs의 분류

ESFs의 분류는 분류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한 것이다.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

인은 신체 , 정신 , 심리  요인을 포함하고, 안 업무 특성요인은 장비특성과 업

무특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요인은 물리  환경요인과 화학  환경요인

을 포함한다.

(3) ESFs의 소분류

(가)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

안 업무종사자 특성요인은 신체  요인, 심리  요인, 정신  요인을 포함한다. 

신체  요인은 안 업무종사자의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정신

 요인은 작업상황의 변화에 불변하는 안 업무종사자의 정신  특성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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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형성인자 신체 개연성 

요도분류 분류 소분류

안 업무
종사자특
성요인

신체  요인

연령조건 ○

신체조건 ○

감각조건 ○

운동능력 ○

정신  요인

성격의 합성 ×

안 에 한 인식 ×

교육훈련 상태 ×

경력 ×

심리  요인은 동기, 태도, 감정상태, 피로, 불안, 소속감 등 작업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심리  요인들을 포함한다.

(나) 안 업무 특성요인

안 업무 특성요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장비의 특성에 련된 요인

과 수행되는 업무에 련된 요인으로 나  수 있다. 장비특성요인은 조정장치, 표

시장치, 기자재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안 업무의 신체   정신  특성요인은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업무 부담의 정도, 업무의 험

도 등을 포함한다.

(다) 작업장 환경요인

작업장 환경요인은 안 업무종사자의 작업에 한 주변 환경의 화학 , 물리  

특성에 련된 요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장의 환기, 소음, 진동, 조명, 온도, 습

도 등의 세부 항목들을 포함한다.

인 오류 향인자(ESFs) 용하여 신체와의 개연성을 악하 으며, 이에 한 

분석결과는 표 2.5-1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본다면 신체검사의 시행 리 

주체가 국가인가 민간조직인가에 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엄격하게 리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인 오류 향인자에 따른 신체  요인이 인 오류를 유발할 수 있

는 개연성 요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2.5-1 인 오류인자(ESFs)의 요인별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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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형성인자 신체 개연성 

요도분류 분류 소분류

약물복용 정도 ○

수면정도 ○

심리  요인

작업동기 ×

피로/스트 스 ○

심리  불안의 정도 △

안 업무 
특성요인

장비 
특성요인

조종장치(작업도구) ×

정보표시장치 ×

경보장치 ×

음성통신장치 ×

업무의 
신체  
특성요인

업무시간/휴식시간 비율 △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

신체  운 업무 수행방법의 합성 ×

업무에 필요한 운동능력의 정도 ○

업무의 
정신  
특성요인

업무 부담의 정도 ×

업무의 험도 ×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 △

기억요구 정도 △

작업장 
환경요인

물리  
환경요인

주변소음 △

진동 △

조명 △

온도 ×

습도 ×

공간배치의 합성 ×

화학  
환경요인

환기 ×

청결정도 ×

   비고: ○( ), △( ), ◇(소), ×(불명확)

나. 해외 주요 국가 신체검사 모델 분석

(1) 신체검사 모델별 주요 특징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각국의 신체검사 제도를 크게 완 자율형 모

델, 분리 리형 모델 그리고 단일 리형 모델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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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 자율형 모델

호주 신체검사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건강평가 수행과 련하여 충분한 지식과 능

력을 가진 건강 문의(Authorized Health Professional)를 임명하여 건강평가를 수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강 문의를 임명하기 한 기 으로, 철도 직무환경 

이해, 문 의료  지식, 철도 안 직무와 련된 험성 이해, 의료  테스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 에 의해 임명된 건강 문의는 그림 2.5-3과 같이 건

강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도종사자의 재 건강상태를 분명하게 악하기 

하여 철도종사자의 가정 문의 는 련 문의에게 연락을 취하여 건강상태를 

악하는 제도를 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의사의 자율  단에 의해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모형을 완 자율형 모델이라 지칭한다.

Worker/Patient Work’s  General
Practioner

Rail
Organisation

Authorised
Health Professional

Specialist &
Other Health
Professional

의료적 정보

비의료적 정보
Worker/Patient Work’s  General

Practioner

Rail
Organisation

Authorised
Health Professional

Specialist &
Other Health
Professional

의료적 정보

비의료적 정보

그림 2.5-3 철도안 작업자에 한 건강평가 수행 계

이 모델의 특징은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의사가 철도환경 분야 지식을 충분히 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신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안

업무종사자가 해당 직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를 합리 인 방법으로 단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운 하기 한 제조건은 철도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철도운

사에 소속된 의료 문의와 철도종사자의 개인 주치의 는 련 문의와 한 

정보소통이 가능한 철도운  환경체계의 구비이다.

완 자율형 모델에 일치하지 않으나, 이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국의 신체검사 

제도가 있다. 국의 신체검사는 의료 문의 감독 하에서 의료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 문의에 한 요건은 의료  지식  경험을 갖고 있

는 것은 물론, 철도 환경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열차와 련된 직무의 험성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 이들은 신체  결함에 의해 향 받을 수 있는 

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를 이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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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리 리형 모델

이 모델은 신체검사 항목을 최 검사 항목과 정기검사 항목으로 다르게 구분하여 

시행 리하는 제도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최 검사를 수행 할 때는 강화된 기

을 용하고, 주기 으로 수행하는 정기검사 때에는 최 검사보다 완화된 기 을 

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나라는 랑스, 핀란드, 독일, 룩셈부

르크 등과 같은 국가의 있다. 이들 나라들은 철도안 운행과 한 항목으로 단

되는 시력, 청력과 같은 일부 항목에 해서만 최 보다 정기검사를 완화하여 불합

격 기 을 다르게 용하고 있다. 편의상 이와 같이 최 , 정기검사 기 이 다른 

제도를 분리 리형 모델이라 지칭한다.

이 분리 리형 모델의 장 은 정기검사 항목의 감소로 인해 신체검사 비용이 

감되어 지며, 한 완화된 기 은 업종사자들의 경험과 문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 있다..

그림 2.5-4 분리 리형 모델의 시행 리 개념

(다) 단일 리형 모델

이 모델은 신체검사 항목을 최 검사 항목과 정기검사 항목으로 다르게 구분하지 

않고 시행 리하는 제도로 단일 리형 모델이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행 신체

검사제도는 단일 리형 모델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장 은 엄격한 기 을 용하여 안 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분리

리형에서는 정기검사에서 완화된 검사기 을 용하는 반면에 단일 리형에서는 

최 와 정기의 구분 없이 철도의 안 성 확보를 해 필수 검사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한 단일 검사 기 을 용하여 안 을 우선시하는데 장 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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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항목이 많아질 경우 국가에서 리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

문에 리비용 부담이 있으며, 정기검사시 엄격한 기  용은 인간의 자연 인 노

화 상을 배제하고 있어 능력있는 업종사자를 불합격 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2) 신체검사 세부항목과의 비교

그림 2.5-5 국가별 신체검사 항목수 비교

그림 2.5-5는 국가별 신체검사 항목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행 국내 신체검사 

항목은 크게 15계통 60여개 이상의 항목으로, 항목 수의 에서 규제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이나 호주와 같은 철도 선진국의 경우, 검사항목 

수가 국내 기 보다 훨씬 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고의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검사항목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충실히 운 되는 

제도이냐에 따라 철도안 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연령별 신체검사 주기 비교

국내외 신체검사 주기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최 검

사를 받은 후 연령과는 상 없이 일정주기로 검사가 이루지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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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체검사 주기 

오스트리아 50살 이  5년 50살 이후 3년

벨기에 매년

덴마크 2년

랑스 매년

독일 3년

룩셈부르크 45살 이  3년 45살 이후 2년 50살 이후 매년

네덜란드 40살 이  5년 40살 이후 4년 50살 이후 2년

스페인 40살 이  3년 40살 이후 2년 55살 이후 매년

스 스 45살 이  5년 45살 이후 3년

국 40세 이  10년 50세 이  6년 60세 이  4년, 이상 2년

미국 3년

캐나다 40살 이  5년 40살 이후 3년

호주 50살 이  5년 60살 이  2년

한국 2년

에는 한국(2년), 덴마크(2년), 랑스(1년) 등이 있다. 둘째는 최 검사 이후에 특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짧아지는 유형이 있는데, 국(10년->6년->4년

->2년), 호주(5년->2년), 오스트리아(5년->3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나라들은 

검사주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령 가 많아질수록 신체검사 주기가 짧아지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외의 신체검사 주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

내에서 2년마다 수행되는 신체검사 주기는 특별한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없

다. 표 2.5-2는 연령에 따른 국가별 신체주기이고, 그림 2.5-6은 표 2.5-2의 자료를 

분석한 비교 결과이다.

표 2.5-2 연령별 신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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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연령별 신체주기 비교

(4) 신체검사 항목과 주기 비교

각국의 신체검사 제도는 다양한 신체검사 주기와 신체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는 검사항목 수가 많고 음과 검사주기가 어떤 상 계를 갖는지 분

석하 다. 검사주기와 항목을 근거로 국가별 검사 주기와 검사 항목간의 상 계

를 비교해 본 결과, 상  계수 r값이 1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사주기와 검사항

목은 상 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그림 2.5-7 국가별 신체검사 항목과 주기 비교

다. 직무분석

(1)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성검사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을 

상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한 자료를 용하여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살펴본다면 직무분석 결과와 신체검사 항목 간에는 연

성이 있다. 연 성을 도출하는 차는 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직무분

석을 이용하여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이 고유 직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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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필요한 신체기능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한 신체기능이 어떠한 질환에 의

해 해 받는지 분석한다. 이 게 함으로써 직무분석 결과와 종사자의 질환 유무를 

검사하기 한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을 찾을 수 있다. 연 성을 도출하면 신체

검사시 어떠한 질환을 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악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은 장 과 단 이 있다. 장 으로는 실제 직무분석 결과에서 추출하 으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체기능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 단 은 직

무분석에 외형 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세부 차에 내재되어 있는 직무수행자의 

정신 인 기능(주의력, 단력, 집 력, 기억력 등)에 해서는 직무분석 결과로부

터 추출이 불가능하며 직무 반에 걸쳐 련되어 있는 질환에 해서는 직무분석

으로부터 추출한 신체기능과의 연 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을 도출하는 차  첫 번째인 직무분석 

결과에서 신체기능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3은 운 업무

종사자 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을 설명하기 해서 부록 2.5-3  일부를 

추출한 시이다. 직무 No. 3의 “출발  차량 검”을 수행하기 한 하부직무(세

부 차)는 ① 동력차 외 검사 ② 동력실  기계실의 기기상태  비품확인 ③ 운

실의 상태  차량상태기록부(로그북) 확인 ④ 제어  고장표시창  각종 계기

등 정상 확인 ⑤ F2:기술자료 검확인 ⑥ F4:열차정보 안내 ⑦ F6:사용자 등록 ⑧ 

F7:제동시험 ⑨ 열차 장과 미   업무교신 ⑩ 차량 리장과 차량정보 교환(휴

화번호 확인)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발  차량 검”에 필요한 

신체기능은 “시각”, “의사소통”, “조작”, “공간이동” 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의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신체기능을 각각

의 직무마다 추출하 다. 부록 2.5-3은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2.5-3 운 업무종사자 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의 

No. KTX 기장 운  직무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신체기능

1 출무 시각, 공간이동, 기록

2 동력차로 이동 공간이동

3 출발  차량 검 시각, 의사소통, 조작, 공간이동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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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항목

신체 기능

일
반
결
함

비
･
구
강
･
인
후 
계
통

치
아
계
통

피
부
질
환

흉
부
질
환

순
환
기
계
통

소
화
기
계
통

생
식
 

는

비
뇨
기 
계
통

내
분
비 
계
통

액 

는

조
 

계
통

신
경
계
통

사
지

귀

정
신
계
통

시각 - ○ ○ ○ ○ ○

색각 - ○ ○

청각 - ○ ○ ○

의사소통 - ○ ○ ○ ○ ○

공간이동 - ○ ○ ○ ○ ○ ○ ○ ○ ○

조작 - ○ ○ ○ ○ ○ ○

기록 - ○ ○ ○

표 2.5-4 신체기능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표

표 2.5-4는 직무분석 결과와 신체검사 항목간의 연 성을 도출하는 차  두 

번째 순서를 설명하는 표이다. 표에서 가로축은 일반결함부터 정신계통까지 재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 항목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

자, 열차운용원의 직무분석에서 추출한 신체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신

체검사 항목의 “정신계통”과 련된 질환의 증상은 간질환자의 경우 다리가 굳게 

펴진 상태로 강직기가 계속되면서 압 상승,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되고 측두엽 간

질의 경우 환청, 환시, 언어 장애, 사고 장애, 인식 장애, 감정 장애 등의 증상이 있

다. 따라서 “정신계통”의 질환으로 인해 시각, 청각, 의사소통, 공간이동, 조작의 신

체기능이 해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일반결함”부터 “정신계통”까지 질환의 증상에 

따라 향 받는 신체기능을 분류하여 “○” 표시를 하면 표 2.5-4와 같다.

표 2.5-4에서 특이 은 “일반결함”은 연 이 없게 나타나고, “치아계통”은 연 이 

많게 나타나고 있는 이다. 그러나 재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하고 있는 “일반

결함”과 “치아계통”의 세부 검사의 항목에 한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분석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2.5-4에서 “일반결함”의 신체검사 항

목 불합격 기 (부록 2.5-1 참조)을 살펴보면 악성종양(암),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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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사상충병, 증인 고 압, 법정 염병을 포함한다. 이러한 질환은 직무 

반에 걸쳐 포 인 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

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 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에서 

“-” 표기를 하 다. “치아계통”의 재 신체검사 항목의 불합격 기 (부록 2.5-1 참

조)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충치나 풍치 등의 치아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주로 턱  등의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턱  이상 증상은 턱 자

체의 통증이나 귀의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통, 목의 통증, 

얼굴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척추, 골반, 팔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각, 의사소통, 공간이동, 조작, 기록의 신체기능에 악

향을 다. 따라서 재의 “치아계통” 검사항목은 다수의 신체기능 항목과 연 성

이 있게 나타난다.

와 같이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을 도출하는 차를 따르면 부록 

2.5-3과 같은 연 계 분석표를 얻을 수 있으며, 표 2.5-5는 이에 한 시이다. 

를 들어 표 2.5-3에서 KTX 기장 운 직무의 세 번째 직무인 “출발  차량 검”

에 필요한 신체기능은 시각, 의사소통, 조작, 공간이동이므로 표 2.5-4에서 시각과 

계된 “ 액 는 조 계통”, “신경계통”, “ ”, “정신계통”에 “○” 표시를, 의사소

통에 해서는 “비･구강･인후계통”, “치아계통”, “신경계통”, “귀”, “정신계통”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조작, 공간이동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 표시를 하

면 부록 2.5-3과 같이 나타난다. 부록 2.5-3에서 “○”의 표시가 많을수록 연 이 많

음을 나타낸다.

직무분석과 신체검사항목 간의 연 계 분석결과 실제 운 업무종사자, 제업

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의 직무와 비교  연 이 은 신체검사 항목은 “피부질환” 

이며 비교  연 이 큰 신체검사 항목은 “신경계통”, “정신계통”, “치아계통”이다. 

그러나 “치아계통”의 재 명칭은 직무분석에 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으로부

터 직무분석 결과에 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재의 “치아계통” 신체기능 결여 검사는 “비･구강･인후계통”으로 

검사가 가능하므로 검사항목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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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TX 기장 운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출무 시각, 공간이동, 기록 -26) ○○ ○ ○ ○ ○
○ ○○ ○○

○ ○○ ○ ○○

2 동력차로 이동 공간이동 - ○ ○ ○ ○ ○ ○ ○ ○ ○

3 출발  차량 검
시각, 의사소통, 조작, 

공간이동
- ○ ○○

○ ○ ○ ○ ○
○
○
○

○○ ○○
○○ ○○ ○ ○ ○○

○○

4 출발
색각, 청각, 시각, 조작, 

의사소통
- ○ ○○

○ ○ ○
○ ○ ○○

○○ ○ ○○ ○○ ○○
○○

5 가속 조작, 시각 - ○ ○ ○
○ ○ ○○ ○ ○ ○○

6 감속 조작 - ○ ○ ○ ○ ○ ○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청각, 시각, 조작 - ○○ ○ ○
○ ○ ○○ ○ ○ ○ ○○

○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청각, 시각 - ○ ○ ○ ○ ○ ○ ○○

9 기존선→고속선 진입 시각, 조작, 색각, 청각 - ○○ ○ ○
○ ○ ○○

○ ○ ○ ○○ ○○
○

표 2.5-5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표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

통)

라. 개선된 신체검사 모델 설정

(1) 국내 실정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체검사 제도를 크게 3가지 모델로 분류하 다. 국내 

실에 합한 모델을 설정하기 해 우선해야 할 사항은 실 으로 국내 용가

능성을 악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모델은 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용되고 있는 완 자율형 모델

은 상당히 이상 인 모델이지만, 이 모델을 국내에 용하려면 우선 철도 환경을 

이해하는 의료 문의, 주치의 등과 같은 의료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도입 가능한 

모델이기에 완 자율형 모델은 재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 불가능한 모델로 분석

되었다.

단일 리형 모델은 최 검사나 정기검사 때 동일한 엄격한 기 을 용받는 신 

철도 안 측면이 많이 강화된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많은 검사 항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비용측면이 많이 발생하는 단 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노화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

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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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해 자연 으로 약화되는 신체  변화를 배제하고 있다. 즉, 최 검사와 

동일한 기 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풍부한 장경험과 문 인 지식을 

가진 연령  업종사자들의 불합격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문헌조사에 의

하면, 안 에 민감한 철도, 항공분야의 경우 사고율은 연령과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정연령까지는 문지식  경험을 가진 종사자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사

고율이 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단 의 발생으로 인해 단일

리형 모델의 도입은 배제하 다

분리 리형 모델은 앞서 언 한 단일 리형 모델의 단 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보

완된 모델이다. 최  검사시 강화된 기 을 용하여 정신 , 신체 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정기검사시 업종사자의 풍부한 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사

고를 감소시켜 철도 안 을 보장하고자 하는 모델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

리형 모델에 지 까지 연구한 신체검사 개선안을 용할 경우 국내 신체검사제도

로써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2) 분리 리형 모델의 신체검사 개선 기

본 연구에서는 분리 리형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제

안하는 신체검사는 최 ⋅특별, 정기검사로 구분하여 검사기 을 다르게 용 하

다. 승객들의 안 과 직  련이 있는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

여 최 ⋅특별검사는 행 신체검사 기  는 공무원 채용 기 과 유사한 기 을 

용하 고, 정기검사는 연구결과를 반 하여 기 을 작성하 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비⋅구강⋅인후 계통과 복되는 치아계통은 삭제,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삭제, 최근 많이 발생되는 퇴행성질환과 철도안 에 직 으로 련이 

있는 수면장애 추가, 검사자와 피검사자간 갈등해소를 해 청력검사방법의 구체

화,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가

능여부를 단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하 다. 신체검사 개선안 도출시 개선하고자 하

는 항목에 한 유지, 수정, 삭제, 추가하는 기 은 다음과 같이 정하 다.

o 행 “유지”시 용되는 기  : 철도 사고사례가 존재하거나, 직무분석과 상

계가 많거나,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를 지닌 항목이다.(질병 : 사지의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o “수정”시 용되는 기  : 질환(항목) 범 의 확장/축소/변경, 의학 으로 별

이 불분명, 문구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이다.(질병 : 정신계통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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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색각 청각
다리사

용
손사용 운동

동작정

확성
언어 주의력

일반결함 1 1 1 14

비․구강․

인후계통
8

치아계통 1 1 15 2

피부계통

흉부질환 6 9 9 13

순환기계통 5 3 4 5 3 16

소화기계통 1 7

생식 는 

비뇨기계통
2 9

질환자)

o “삭제”시 용되는 기  : 의학 으로 검사할 의미가 없거나, 손쉬운 방법으로 

조기 발견 가능하거나, 다른 항목과의 복성, 직무분석 결과에서 직무와 연

성이 없는 는 향이 미비한 항목이다.(질병 : 일반결함의 사상충병)

o “추가”시 용되는 기  :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연계성이 낮게 나타나더라도 

국내외 으로 해당 질환으로 인해 형사고가 발생하 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

은 항목이다.(질병 : 정신계통의 수면장애)

상기의 기  용에도 불구하고 유지, 수정, 삭제, 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

운 검사항목은 설문  자문의견을 종합 으로 정 기 을 선택한다.

(3) 업종사자 설문조사  문가의견수렴

(가) 업종사자 설문조사

재 시행 인 신체검사 항목들이 업종사자들에게 실질 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인지를 별하기 하여 설문지를 다르게 구성하여 2번에 걸쳐 실시하 다. 처음 

설문은 선임 제업무종사자 6명에게 질환과 신체기능과의 연 성이 있는 항목 선

택을 요청 하 고, 두 번째 설문은 제업무종사자 20명에게 질환의 필요성 여부를 

3  척도로 설문하 다. 선임 제업무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는 표 2.5-6과 같다.

표 2.5-6 제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항목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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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색각 청각
다리사

용
손사용 운동

동작정

확성
언어 주의력

내분비계통 2 1 1 5

액 는 

조 계통
3 9

신경계통 8 7 10 7 7 10

사지 3 5 3 2

귀 1

6 4 1

정신계통 1 1 1 1 1 7 4 3 12

합계 7 5 2 17 19 39 30 37 106

(수치는 설문 응답자가 세부항목에 해 필요성 있음으로 답한 빈도의 합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로 언어능력과 주의력과 련된 질환들이 직무에 지장을 미친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업무의 직무 특성

에서 기인된다고 단된다.

o 정신 인 사고 요구

o 시간  압박 는 동시에 여러 업무 수행을 요구

o 비상상황이 수시로 발생

o 의사소통능력 요구

이외에도 운동능력(손/다리 사용능력, 동작 정확성)  기본  감각능력과 련한 

질환도 직무에 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센터 내에서 

정보 획득  달을 한 장비 제어  상 자에게의 보고를 한 행 와 련된 

직무를 고려하여 도출된 답변이라고 단된다.

제업무종사자 20명에 한 설문결과는 부록 2.5-4와 같다. 왼쪽 부분은 설문을 

통한 수, 아래 부분은 행 신체검사 항목을 간단하게 약식으로 표기하 다(질환

에 한 약식 표기는 부록 2.5-6 참조).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질환에 한 

수 차이는 발생하지만, 행 신체검사의 모든 항목이 필요하다는 설문응답을 얻

었다.

설문의 상 집단이 질환  그 증상에 한 문지식을 완벽히 습득하고 련 

직무와의 연 성, 질환의 험성을 정확하게 악하고 설문에 답변하 다고 보기에



- 237 -

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설문 답변  일부에서는 모순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신체검사의 필요성을 안 업무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개선안 도출을 

한 보조정보로만 사용하기로 하 다.

(나) 문가 의견수렴

재 국내에는 다양한 분야의 문 의학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UIM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Railroad Medical Services)처럼 철도산업

을 상으로 한 의학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 산업환경 반

을 상으로 의학  자문을 수행하는 산업의학 련 문가 그룹이 활동 에 있으

며, 이들의 산업 환경 반에 한 경험은 철도산업에도 일정수  통용될 수 있다

고 단되어, 산업의학 련 문가 그룹으로부터 재 시행 인 신체검사 제도에 

한 의학 인 자문을 실시하 다.

문가 그룹의 반 인 자문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해서는 반드시 법 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 다.

o 신체검사로 발견이 어려운 항목

o 발병률이 매우 낮고 조기 발견이 가능한 항목

o 염성이 있으나, 실질 인 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항목

o 일반 으로 치료/ 리가 가능한 항목

o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여 규제가 무의미한 항목

o 해당 질병과의 연 성이 과학 으로 증명되지 않는 항목

하지만 의 자문을 안 업무종사자의 안 련 직무특성  철도의 사회  치

를 완벽히 반 하 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단되어, 앞에서 기술한 직무

분석결과의 연 성  철도분야의 사회  치를 함께 고려하여 문가 자문의견

을 본 연구수행에 선별 으로 용하기로 하 다. 용 기 은 다음과 같다.

o 철도 안 에 입각하여 일반 비교직종(공무원 채용)에 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

이 용될 필요가 있다고 단되는 항목

o 철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삭제되거나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단되는 항

목

o 직무연 성 분석결과 안 련 직무와 한 계가 있다고 단되어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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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다) 가정 문의 의견수렴

행 신체검사 항목에 있는 질환이 철도 안 업무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항목인지를 분석하고, 한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와 본 연구의 신체검사 

개선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가 타당하게 도출되었는지를 악하기기 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신체 반에 련된 

질환들에 해 범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료 문가 7명으로부터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방법은 질환과 신체기능과의 향 정도를 (5 ), (3 ), 소(1 )로 구분하

여 표기 하 으며 향이 없으면 공란, 부 향이 있으면 ‘직무지장’란에 표시 하

도록 하 다.

부록 2.5-5에서, 분석방법은 그림의 왼쪽에는 해당 질환에 한 설문을 통한 

수(최  35 ), 아래쪽에는 행 신체검사 불합격 기 에 해당하는 질환을 약식으

로 표기(부록 2.5-6 참조)하 다. 이 때 약식 표기된 질환명 의 호에는, 개선안

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삭제(X), 통합 는 복으로 인한 삭제(◇), 행 유지

(O), 추가(+), 수정(△) 형태로 표기하여 개선안과 비교하 다.

신체검사 정기검사 기  개선(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은 1-나( 난치의 사상

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4(피부질환), 5-나(삼출성 늑막염), 5-라(만성 유착성 

늑막염), 7-가(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종 ), 7-다(거 결장, 게실염, 회

장염, 궤양성 장염), 8-나( 증 요실 ), 8-다(만성신우염), 8-라(수신증, 농신증), 

8-마(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핵), 8-바(고도의 요도 착), 8-아(만성신증후

군) 이다. 이들 질환을 설문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들 질환 에는 1-나( 난치의 사

상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항목처럼 모든 가정의료 문의가 삭제에 동의하는 

항목도 존재하지만 일부 질환에 해서는 비교  설문 수가 높이나온 질환이 삭

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가 높이나온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환에 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으며, 해외사례,  증상 자체가 철도안 업무 수

행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기에 정기검사 개정안에서 삭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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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개정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질환(△)과 련해서, 설문에서는 체 으

로 수가 높이 나와 질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개정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질

환의 부분은 해당 질환을 유지하고,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필요성 부분에서 설문 결과와 

많이 일치한다.

정기검사 개선안에서 유지 항목(O)에 해당하는 질환은 설문에서 부분 20  이

상의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항목으로 11-아(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수조성 질환), 15-바

(수면장애), 15-사(공황장애)  질환이 있다.  11-아(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

수조성 질환)과 15-사(공황장애) 질환의 경우 부분의 의료 문가가 신체기능에 

향이 있는 것으로 단하 으며, “11-아” 질환은 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

에도 용하고 있다. 15-바(수면장애) 질환은 의료 문가 60%가 신체기능과 연

이 있다고 설문하 으나 외국사례에 비추어 보면 수면으로 인한 사고 사례, 신체

검사 기 이 존재하고 있다.

통합 는 복으로 인한 삭제(◇)되는 항목은 단순히 불필요한 질환이어서 삭제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과의 통합 는 복으로 인해 삭제되는 질환으로 설문

에서 수 가 비교  높은 항목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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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세부항목별 개선방안 도출

본 연구는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행 신체검사 세부 항목별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나.개선안 참조)

(1) 일반결함

직무분석의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부분에서 언 하 듯이 일반결함에 포함된 

질환은 직무분석과의 연 성 문제가 아니고, 안 업무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검

사항목이다. 검사항목은 악성종양,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증인 

고 압증, 법정 염병을 포함한다. 이 질환은 직무와의 연 성보다는 인간의 근본

인 신체기능에 향을 주는 질환이다. 악성종양, 고 압, 염병 질환은 심할 경

우 생명에 험을 래하는 질환이지만,  기 발견시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악

성종양, 고 압증의 최 ⋅특별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시 이 검사항

목은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후진국형 기생충

질환인 사상충증은 한국에서 퇴치되었으므로 “삭제”기 을 용한다.

(2) 비․구강․인후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의사소통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검사항목

은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하지만 “나”항(정상

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착)의 경우 개선안 “가”항(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

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기 을 용한다.

(3) 치아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청각, 의사소통, 공간이동, 조작  기록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아계통의 행 신체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흔

히 생각하는 충치나 풍치 등의 치아에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주로 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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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 질병의 병리  특징은 두통, 목의 통증, 얼굴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척추, 골반, 팔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서 살펴볼 때, 재의 치아계통이라는 검사항목 명칭은 

합하다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능 결함은 비․구강․인후계통 개선안 “가”항(의사소

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기 을 용한다.

(4) 피부질환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도업무수행 특성상 종

사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최 검사는 행 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삭제”기 을 용한다

(5) 흉부질환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공간이동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은 활

동성 결핵증,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확작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

환,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한다. “가”항(활동성 결핵증)은 개선안 “다”항((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

성 폐결핵 는 비결핵성 폐질환))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기 을 용한다. 

“나”항(삼출성 늑막염)  “라”항(만성 유착성 늑막염)은 치료법을 통하여 질환이 

호 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에서 “삭제”기 을 용한다. “다”, “마”항은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에 따라 정기검사에서 “수정”기 을 용한다

(6) 순환기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공간이동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특별검

사에서는 행기 을 용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체 으로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하도록 하는 “수정”기 을 용한다. 다만 정기검사 “나”항

의 경우 철도안 과 긴 한 계를 지닌 항목이므로 “유지”기 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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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화기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조작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은 비장종

,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증, 거 결장 등을 포함한다. “가”항과 “다”항은 

최  검사는 행 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가 가능하므로 

“삭제”기 을 용한다. “나”항은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8) 생식 는 비뇨기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공간이동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은 만

성신장염, 증 요실 , 만성신우염, 수신증, 신결핵, 요도 착, 신결석, 만성신증후

군을 포함한다. 최 ⋅특별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 행 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

사에서는 “가”와 “사”항은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

한다. “나”, “다”, “라”, “마”, “바”, “아”항은  치료법을 통하여 질환이 호 될 수 있

으므로 “삭제”기 을 용한다.  

(9) 내분비 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시각, 공간이동, 조작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은 갑상선, 거인증, 애디슨씨병, 쿠싱씨병후근, 당뇨병을 포함한다. 이 질환

은 심각한 신체기능 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병리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포 인 범주인 내분비질환으로 통합한다. 당뇨병이나 사질환의 경우 질환 자체

보다는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래할 수 있으므로 최 ⋅

특별검사에서는 행 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비 질환, 사질환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

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10) 액 는 조 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시각, 공간이동과 연 성이 있고,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최 ⋅특별검사에서는 체 으로 행 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

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하게 하 으므로, 질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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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 확장/축소/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11) 신경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시각, 색각, 의사소통, 공간이동, 조작, 기록과 연 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항 항은 질환 범 의 확 /축소/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가”, “다”, “라”, “마”, “바”, “사”항은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

으므로 “유지”기 을 용한다. 개선안 “아”항(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수조

성질환)은 검사항목을 추가한다. “아”항은 어지럼증, 운동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사고장애, 감각장애, 시각  색감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고 발

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기 을 용한다.

(12) 사지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공간이동, 조작, 기록과 연 성이 있고,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체 으로 “유지”기 을 용한다.

(13) 귀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청각, 의사소통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

항목은 주 수 별 검사방법을 구체화하여 용하 으므로, 항목 범 의 확 /축소

/변경에 따라 “수정”기 을 용한다.

(15)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시각, 색각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련된 

“나”, “다”, “라”, “마”항은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기 을 

용한다. 다만 “가”항의 경우 질환(항목) 범 의 확장/축소/변경으로 인한 “수정”

기 을 용한다.

(16) 정신계통

직무분석 결과로부터 시각, 청각, 의사소통, 공간이동, 조작과 연 성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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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결

함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 의 

악성 종양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나. <삭 제> 나. <삭 제>

다. 증인 고 압증(수축기 압 

180mmHg 이상, 확장기 압 

110mmHg 이상인 자)

다. ( 행과 같음) 다. 조 되지 않는 증인 고

압증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

한 법정 염병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

니한 법정 염병  직

⋅호흡기등을 통

하여 가 가능한 

염병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

한 법정 염병  직

⋅호흡기등을 통하여 

가 가능한 염병

2. 

비‧

구

강‧

인

후

계

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호

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

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

능장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

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

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

도의 변형  기능장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

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

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

의 변형  기능장애

나. 정상 인 섭취가 곤란한 식

도 착

나. <삭 제> 나. <삭 제>

3. 

치

아

계

통

가. 만성 인 턱 강직, 음식물

을 씹는 근육의 질환  손상

으로 30 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가. <삭 제> 가. <삭 제>

나. 턱 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나. <삭 제> 나. <삭 제>

로 나타났다. “가”항  “마”항은 문구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기 을 

용한다. “나”, “다”, “라”항은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기

을 용한다. 개선안 “바”항(수면장애 는 공항장애)은 검사항목을 추가한다. 개선

안 “바”항은 철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정인 항목이다. 그리고 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기 을 용한다

나. 개선안

연구 결과 행 항목에 해 정기검사 기 에서 많은 항목이 삭제되었고, 3건이 

신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세부항목별 개선방안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 연구 성과물로서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항목 개선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2.5-7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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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구성 복잡 악골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다. <삭 제> 다. <삭 제>

라. 음성기   음식물을 씹는 

기 의 기능을 잃은 자

라. <삭 제> 라. <삭 제>

4. 

피

부

질

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한센병

환자

( 행과 같음)  <삭 제>

5. 

흉

부

질

환

가. 활동성 결핵증 가. <삭 제> 가. <삭 제>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성  만성 늑막질환

나. <삭 제>

다.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

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다.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

성 폐질환, 증 만성천

식증, 증 만성기 지

염, 증 기 지확장증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

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

환, 만성천식증, 만성기

지염, 기 지 확장증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라. <삭 제> 라. <삭 제>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

환

기

계

통

가. 심부 증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

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맥

나 .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다. 심한 방실 도장애 다. ( 행과 같음)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 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라. ( 행과 같음)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

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

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바. ( 행과 같음)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사. 확진된 상동맥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사. ( 행과 같음) 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상동맥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7. 

소

화

기

계

통

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

는 비장종

가. ( 행과 같음) 가. <삭 제>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

변증

나. 간경변증 는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

성 간염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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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 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

양성 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다. ( 행과 같음) 다. <삭 제>

8. 

생

식 

는 

비

뇨

기

계

통

가. 만성신장염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

성신장염

나. 증 요실 나. ( 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만성신우염 다. ( 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고도의 수신증 는 농신증 라. ( 행과 같음) 라. <삭 제>

마. 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핵

마. ( 행과 같음) 마. <삭 제>

바. 고도의 요도 착 바. ( 행과 같음) 바. <삭 제>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

한 양측성 신결석  요 결

석

사. ( 행과 같음) 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

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

한 양측성 신결석  요

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

한 만성신증후군

아. ( 행과 같음) 아. <삭 제>

9. 

내

분

비

계

통

가. 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가. ( 행과 같음) 가. <삭 제>

나. 거인증 는 말단비 증 나. ( 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애디슨씨병 다. ( 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

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

환

라. ( 행과 같음) 라. <삭 제>

마. 증인 당뇨병(식 당 140 

이상)  증의 사질환(통

풍 등)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

병, 내분비질환, 사질환

(통풍 등)

10. 

액 

는 

조

계

통 

가. 우병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우병

나. 소  감소성 자반병 나. ( 행과 같음)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소  감소성 자반병

다. 증의 재생불능성 빈 다. ( 행과 같음)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성 빈

라. 용 성 빈 (용 성 황달) 라. ( 행과 같음)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

성 빈 (용 성 황달)

마. 진성 구 과다증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 구 과다증

바. 백 병 바. ( 행과 같음)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

병

11. 

신

경

계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가. ( 행과 같음) 가. ( 행과 같음)

나. 뇌염  뇌막염 등의 후유증 나. 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나. 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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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신경  신체에 기능장

애가 있는 경우

의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후유증

의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후유증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

의 말 신경질환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는 뇌

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

경 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

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 행과 같음) 라. ( 행과 같음)

마. 뇌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

가 있는 경우

마. ( 행과 같음) 마. ( 행과 같음)

바. 신성‧ 증 근무력증  신

경근 합부 질환

바. ( 행과 같음) 바. ( 행과 같음)

사. 유 성  후천성 만성근육

질환

사. ( 행과 같음) 사. ( 행과 같음)

<신 설> 아.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

환  탈수조성 질환(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수조성 질환(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

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12. 

사

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

력이 없는 자

가.  ( 행과 같음) 가.  ( 행과 같음)

나. 난치의 , 질환 는 기

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나.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다. 한쪽 팔 는 한쪽 다리 이

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

에 한한다)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

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

두 40dB 이상인 자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

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

두 40dB 이상인 자

14. 

가.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

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가. 두 의 나안 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 자 (다만, 한

쪽 의 시력이 0.7이상

이고 다른쪽 의 시력

이 0.3이상인 자는 제외) 

는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가. 두 의 나안 시력  어

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 자 (다만, 한

쪽 의 시력이 0.7이상

이고 다른쪽 의 시력이 

0.3이상인 자는 제외) 

는 두 의 교정시력  어

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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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하인 자 (다만, 한

쪽 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쪽 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이하인 자 (다만, 한쪽 

의 교정시력이 1.0 이상

이고 다른쪽 의 교정시

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

외).

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나.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

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

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라. 안구 운동장애  안구진탕 라.  ( 행과 같음) 라.  ( 행과 같음)

마.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마.  ( 행과 같음) 마.  ( 행과 같음)

15. 

정

신

계

통

가.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

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

의 성격  행동장애

나.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

의 정신장애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라. 마약, 마  약물, 알콜 

독자 등

라. ( 행과 같음) 라. ( 행과 같음)

마. 간질 환자 마. 간질 마. 간질

 <신 설> 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홉증, 수면발작, 몽유

병, 수면 이상증 등) 

는 공황장애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

유병, 수면 이상증 등) 

는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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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인 행  측면의 비상 응 차서 개발요건 생산 

 검토기  제시

1. 연구수행 방법  차

가.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제시

철도 비상 응 차서에서 인 오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기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 수행방법  차는 그

림 2.6-1과 같다.

그림 2.6-1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연구수행 차

(1) 인  수행도 설계요소 식별

도시․ 역, 일반, 고속철도 비상 응 차서와 원자력 비상운 차서를 검토하여 

산업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설계요소를 도출하 다.

(2) 검토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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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  검토하여 철도 산업에 용할 수 있는 검토기 을 

도출하 다.

  o 산업별 비상 응 련 법규체계 검토

  o 산업별 비상 응 지침 검토

  o 타 산업(원자력, 항공 등) 차서 개발 검토기 서 검토

(3) 비상 응 차서 검토기  개발

인  수행도 설계요소 식별항목에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을 용하여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서”를 제시하 다.

나. 비상 응 차의 행 별 수행시간요건 도출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의 비상 응 행 별 액션에 해서 

정 수행시간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 수행방법  차는 그림 2.6-2와 

같다.

그림 2.6-2 비상 응 행 별 시간 요건 연구수행 차

(1) 시간요건 체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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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  검토하여 시간 요건을 도출하기 한 근거를 악하

다.

o 국가 비상 응 련 법률

o 국가 비상 비훈련

o 철도  원자력 비상 응훈련계획

(2) 방법론 설정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  검토하여 철도 산업에 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

정하 다.

o 산업공학 측면의 동작분석 방법론

o 산업공학 측면의 표 자료 방법론

(3) 비상 응 행 별 시간요건 개발

산업공학 측면의 표 시간 도출 방법론을 용하여 비상 응 행 별 액션의 수행

시간에 한 “비상 응 행 별 시간요건서”를 제시하 다.

다.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  의견 제시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와의 인 오류 측면에서 비상 응 시

나리오를 검토하기 한 차(모델)는 그림 2.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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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비상 응시나리오에 한 인 오류 측면의 검토모델

먼  검토기 ( 임워크)을 개발하기 하여 비상상황 아래에서 인간은 어떻게 

응(행동) 하는지에 한 연구 문헌을 심으로 인간행동 특성을 도출한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결국 비상 응 요원이 스트 스를 받는 상황에서 맡은 직무

를 수행하는 것과 같으므로 스트 스 하에서 인간행동 특성에 한 연구문헌을 집

으로 수집한다. 비상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스트 스의 수 이 달라지므로 스트

스 수 에 따른 인간행동 특성을 도출한다. 이에 근거하여 검토기 을 개발한다.

개발된 검토기 에 근거하여 유형별 비상 응시나리오(안)에 한 검토를 수행한

다. 시나리오의 거시  측면과 미시  측면에 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가.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제시

본 연구는 인 오류 측면에서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비상 응 차서는 재 서울산업 학교의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에서 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하고 있다. 즉 비상 응 차서를 사용

하는 비상 응직원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인 요인(오류)측면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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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토기 을 반 이 제되어야만 한다.

(1) 철도 규정  지침

철도안 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철도 비상 응계획수립에 한 지침 제2

조 등에 비상 응 차서에 한 규정들이 기술되고 있다.

일반/도시철도 비상 응계획은 철도안 법 제8조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서울메

트로, 부산교통공사, 주 역시도시철도공사, 구 역시지하철공사)에서 발생이 

상되는 비상사태에 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각 비상사태별로 응요령

을 구축함으로서 인명, 재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비상사태의 응․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설정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o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사

고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하여 실제 철도사고를 바탕으로 FT 

(Fault-Tree 고장수목)을 개하여 비상사태 유형의 응 시나리오 기본 자

료로 사용함.

  o 국․내외 철도사고사례를 기본으로 사고발생시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분

석하여 각 비상사태유형별 사고의 특징을 도출함.

  o 비상사태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정성 으로 단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유형을 단하고 각 비상사태 유형별 사고 상과 치별로 도출된 사고특징

별 가증치를 용하여 우선순 의 상과 치를 선정함.

  o 최종 인 우선순 로 선정된 비상사태 유형, 상과 치별로 시나리오를 설

정함.

비상사태의 유형별 응매뉴얼(표 운 차)의 작성 기 은 다음과 같다.

  o 응매뉴얼은 사고분류에 따라 사고종류-사고형태-사고 상-사고 치에 따

라 작성

  o 응매뉴얼은 응․복구단계만을 기술

  o 단계별 흐름도(단계별 조치원칙을 용)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른 분야별 조

치사항을 기술

  o 해당 소속장은 응매뉴얼을 기 으로 담당자별 세부 조치사항 작성( 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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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

(2) 타 산업 규정  지침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방재 책법 등에 비상 응

차서에 한 규정들이 기술되어 있다. 한 항공법, 항공안   보안에 한 법

률, 공항안 운 기  등에 비상 응 차서에 한 규정들이 기술되어 있다.

원자력 방사능방재 책은 원자력발 소에서 방사선비상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는 방사성동 원소 사용기 에서 방사성동 원소의 분실․도

난․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수습, 사고확 방지  주민보호조치에 필

요한 제반 방재 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원자력시설 종사자와 주변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목 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자력 비상운 차서 개발 일반지침에는 원  각 호기의 고유기술지침서의 개

발로부터 비상운 차서의 작성, 확인, 검증, 교육훈련, 사용  유지 리에 이르

기까지 반 인 비상운 차서 개발과정에 한 지침을 제공하기 함이라고 기

술하고 있다.

원자력의 비상운 차서 작성지침서는 발 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근거로 하여 비

상운 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사용될 작성자지침서 는 차서로서, 비상

운 차서의 구성 체제  양식, 차의 서술방법을 포함한 작성에 한 반 인 

세부지침이 수록되며, 입증  확인 계획서에는 발 소 고유기술배경서와 작성지침

서에 따라 기작성 는 개정된 비상운 차서에 한 기술  정확성  사용상

의 유용성 등을 확인, 평가하기 해 사용될 검증방법  과정의 설명이 포함되고, 

운 원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기작성 는 개정된 비상운 차서에 한 운

원과 련종사자에 한 세부 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 계획서는 비상운

차서  보조자료에 한 리, 유지  개선 등과 련한 체계와 개발된 비상

운 차서의 사용에 련된 운 조직 운 을 포함한 세부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 산업에서 공항운 규정의 양식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o 공항운 규정은 “공항운 규정의 세부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 규정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 운 차에 하여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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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o 한 별도의 세부운 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항운 규정의 본문에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 차에 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

여 실어야 한다.

  o 각 페이지  문단에 번호를 붙일 때에는 순차 으로 체계화하여 참조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 자체를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o 공항운 규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

다.

- 공항운 자에 의하여 작성  서명된 것일 것

-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것

- 각 페이지마다 제정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두에 개정

기록부를 포함할 것

- 비, 검사  인가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o 공항운 자가 자체 으로 정하는 세부운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 공항비상계획

- 제설계획

- 표지(Markings) 도면

- 표지 (Signs) 도면

(3) 비상 응 차서의 설계요소

비상 응 차서에서 차서의 구성  형식이 직무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혼동을 으로써 인 오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 다. 이러한 구성  

형식의 타당성은 인간공학  측면에서 차서의 명확성에 우선 인 향을 주는 

요소로, 세부요소의 문제에 비하여 운 의 안 성에 큰 향을  수 있다.

차서의 형식  구성에 의하여 직무의 정보처리 과정을 완수하기 하여 요구

되는 비상 응직원 개인의 능력한계와 시간  특성에 주안 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인간공학  검토기 을 확인하 다.

  o 독의 명료성

  o 차서 형식의 일 성

  o 정보 식별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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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원자력 산업의 차서 간의 비교 분석결과, 체 차서에 한 공통 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요소를 식별하 다.

  o 강조  심벌 : 체계의 일 성 등 인간공학  보완 필요

  o 용어 : 일 성, 이해도, 번역 용어 등의 보완이 체 으로 필요

  o 단계별 조치사항 : 조치사항에 한 명확한 정의  서술 필요

  o 문장 구성 : 반 으로 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 보완 필요

따라서 차서의 내용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한 검토기 을 

마련하여야 한다.

  o 제목과 번호, 개정번호  날짜와 같은 확인 정보

  o 용에 한 언 과 목

  o 필요조건

  o 사  주의사항(경고, 주의, 주석 포함)

  o 주요 인간 행동

  o 제한사항과 조치

  o 승인 기

  o 검사 목록

  o 참고문헌

나. 비상 응 차의 행 별 수행시간요건 도출

본 연구는 비상 응 행 별 액션 다이어그램(Activity Action Diagram)의 수행시

간을 인간공학  검토를 통해서 도출하기 함이다. 비상 응 행 별 액션은 서울

산업 학교의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에서 사고 유형별로 분류

하여 개발하고 있다.

(1) 비상 응 차의 행 별 액션

비상 응 차는 비상 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의 

이벤트(Event)별로 취해져야할 비상 응 요구사항이 정의 되지 않으면 비상 응

차를 효과 으로 구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 인 구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해 도시․ 역, 일반, 고속철도의 모든 비상 응시나리오의 각 이벤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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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응시 취해져야할 비상 용 요구사항을 액티비티(Activity)로 정의하고, 이의 

세부 인 조치사항은 액션(Ac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액티비티(Activity)별 액션(Action)의 비상 응 조치내용은 비상 응 주체별로 상

호 지시, 요구, 실시되는 의사소통 내용을 화살표로 나타내어 명확한 권한과 책임

을 정의하고 있다.

도시․ 역철도의 비상 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해져야할 비상 응 요구사항

은 사고 , 응, 출입문 개방, 피, 통제, 타 차량 이용  복구에 필요한 23종

류의 Activity로 정의하고 있다. 23종류의 액티비티에 한 세부 인 비상 응 조

치사항 승객, 운 업무종사자, 역근무자, 종합사령실, 외부 계기 별로 역할을 정

의하고 있다.

일반철도의 비상 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해져야할 비상 응 요구사항은 사고

, 응, 출입문 개방, 피, 통제, 타 차량 이용  복구에 필요한 25종류의 

Activity로 정의하고 있다. 25종류의 액티비티에 한 세부 인 비상 응 조치사항 

승객, 운 업무종사자, 역근무자, 종합사령실, 외부 계기 별로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비상 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해져야할 비상 응 요구사항은 사고

, 응, 출입문 개방, 피, 통제, 타 차량 이용  복구에 필요한 26종류의 

Activity로 정의하고 있다. 26종류의 액티비티에 한 세부 인 비상 응 조치사항 

승객, KTX기장/열차 장, 역근무자, 제센터/운 사령실, 복구반/지원부서, 외부

계기 별로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2) 국가  원자력 산업의 비상 응 체계

비상 비의 의의 개념으로써는 국가안 를 할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 업무

를 의미하며, 의의 개념으로써는 시․사변 는 이에 하는 비상시 비하기 

해 정부가 수립하는 시 비계획  조치를 말한다.

비상 비업무 목표는 국가총력  비태세 완비를 목표로 첫째, 군사작 의 효율

 지원, 둘째, 정부기능의 지속  유지, 셋째, 국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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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가  산업계의 비상 응체계에 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o 비상 비자원 리법

  o 재난  안 리기본법

  o 국가기반체계 보호 련 앙재난안 책본부 운   상황 리규정

  o 앙재난안 책본부 상황 리규정

  o 민방  기본법․시행규칙, 향토 비군 설치법․시행령

  o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책법․시행령․시행규칙

  o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규정

  o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한 기

  o 철도 비상 응계획수립에 한 지침

한 철도  원자력 산업의 비상 응훈련계획을 알아보기 해서 다음과 같은 

문헌을 살펴보았다.

  o 한국철도공사, “비상 응계획서”

  o 서울메트로, “비상 응계획”

  o 과학기술부, “방사능방재 종합 매뉴얼” 등

국가 비상 비 훈련의 목 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된다.

  o 비상 비계획의 실효성 검토 보완

  o 시업무 수행 차 숙달

  o 국가 기 리능력 배양

  o 국민안보의식제고  공감  형성

철도 비상 응훈련은 실제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부여하여 개인별 임무의 숙지여

부와 담당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문제 을 도출․보완하여 안 하고 신속한 

응체계를 확립하는데 목 이 있다.

원자력발 소의 방사능방재훈련은 발 소의 사고완화  처능력을 확인하고, 

방재 련기  간 조체계의 유효성을 입증하며, 주민·환경피해의 최소화와 주민

보호조치능력을 확인하기 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 종류에 따라 앙행정부

처, 지방자치단체, 원자력 기술 문기 (KINS), 군부 ,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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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실시하게 되며, 훈련평가에서 나타난 미비 은 비상계

획에 반 하여 비상시 응능력을 보완, 유지하게 된다.

(3) 산업공학 측면의 표 시간 도출 방법론

동작분석(Motion Study)이란 작업을 분해 가능한 세 한 단 , 특히 미세동작

(therblig, 서블릭)으로 분석하고 각 단 의 변이를 측정해서 표 작업방법을 알아

내기 한 연구로써, 무리․낭비․불합리한 동작을 제거해서 최선의 작업방법을 개

선하기 한 기법이다. 보통 시간연구와 함께 실시된다.

하나의 작업은 작업자 개개인에 따라 그 소요시간이 바 기도 하고 품질이 달라

지기도 한다. 이를 일정 수 으로 만들기 하여 길 스(F. Gilbreth)는 벽돌공을 

찰하 고 작업방법에 따르는 인간의 동작을 18가지로 분류하 다. 그리고 그 분

류에 따라서 작업내용을 기호로 나타내고 동작의 체계를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서블릭에 의한 분석결과는 작업의 개선과 표 화, 작업원의 교육․훈련의 기 가 

된다. 서블릭이라는 명칭은 길 스(Gilbreth)를 거꾸로 철자하여 명명한 것이다. 

작업동작을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고 불분명하지만 서블릭으로 나타내면 간결하고

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작업동작분석을 해서는 서블릭이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다.

표 시간이란 주어진 작업조건 하에서 정해진 설비와 치공구를 사용하여 정해진 

작업방법에 따라 정한(부과된 작업량을 올바르게 수행) 숙련도를 지닌 작업자가 

보통의 작업속도(pace)로 정상 인 피로와 지연을 수반하면서 정해진 작업방법에 

따라 부과된 1단 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표 자료법은 간 측정에 의한 표 시간 설정방법으로 표 시간에 한 과거의 

실 자료에 해 동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함수 계를 정립하여 표 시간을 

설정한다. 작업방법만 알고 있으면 직  시간측정 없이 표 시간을 추정 가능하여 

비용 감  이 이 불필요하다. 즉 작업요소별 시간연구법 는 PTS법에 의하

여 측정된 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경우 필요시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별 

표 자료들을 다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합성함으로써 정미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여유시간을 가산하여 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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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  의견 제시

(1) 목

비상 응시나리오를 인 오류 측면에서 검토한 후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비상 응시나리오는 재 서울산업 학교의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사고 모델별 비상 응 차 개발 : 험물 수송/테러 책 포함)”과제

에서 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하고 있다. 유형별 비상 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고모델별 비상 응 차서를 개발하므로 시나리오의 품질이 차서의 품질을 결

정한다. 즉 비상 응 차서를 사용하는 비상 응요원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시나리오에 한 인 요인(오류)측면의 반 이 제되어야

만 한다.

(2) 검토기 ( 임워크) 개발

그림 2.6-4 인간의 정보처리 단계

인간의 행 는 그림 2.6-4와 같은 정보처리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모델은 

가장 리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각 단계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o 감각기처리(Sensory Processing) - 시각  청각 등과 같은 수용기는 뇌 안

에 있는 단기감각 장소(Short-term sensory storage)와 연계하여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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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감각 장소는 수용기를 통해 들어온 원시데이터를 잠시 장하는 것으

로 시각 수용기를 통한 원시데이터는 0.5  정도, 청각 수용기를 통한 원시

데이터는 2  내지 4 정도를 유지한다.

  o 지각(Perception) - 수용기를 통해 들어온 원시데이터는 이 단계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지각은 신속히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

며, 감각기처리를 거친 원시데이터가 작동시키거나 장기기억이 작동시키기도 

한다. 특히 감각기를 통한 원시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과거 경험을 

통한 기 가 이 단계에서 작용한다.

  o 단기기억․장기기억 - 지각된 정보는 단기기억에 일시 장된다. 단기기억은 

정보를 가공하는 단계로 한정 인 자원을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무한정한 

주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분산해서 사용하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으

므로 쉽게 왜곡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부 한 HSI 설계, 진동  소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부 합, 작업자 자신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의가 분

산되거나 부족하면 정보 가공에 왜곡이 발생하며 올바른 반응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장기기억은 단기기억에 비해 좀 더 지속되는 것으로 부 한 교

육훈련으로 인한 잘못된 장된 경험 등은 지각오류를 유발하거나 단기기억

의 정보 왜곡에 향을 미친다.

  o 반응선택․반응실행 - 반응선택이 많은 인지(cognition)를 필요로 하는 반면 

반응실행은 Motor task로 육체 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기기억에서 왜곡

된 정보는 잘못된 반응선택을 유발하며 결국 부 한 반응실행으로 이어진

다. 부 한 조작기(작업도구) 설계 한 반응실행 오류를 유발한다.

  o 궤환(Feedback) - 에서 언 한 정보처리 과정은 항상 작업환경(HSI 포함)

의 사건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이클의 정보처리가 

다음 사이클을 시작하는 동기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지각이 반응실행을 야기

한 것처럼 반응실행이 새로운 지각을 유도하기도 한다.

  o 주의(Attention) - 부분의 정신  작용은 선택  는 분산  주의를 필요

로 한다. 인간은 무한정한 주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분산해서 사용

하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으므로 쉽게 인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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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정보처리 각 단계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받게 되는 스트 스 수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비상상황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가지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의 응조치에 따라 연이어 수행해야할 의사결정이 

달라지기도 하며, 응조치에 계없이 독립 으로 직무환경 특성이 변하기도 하므

로 매우 동 인 특성을 보인다. 둘째, 비상 응은 정확한 시 에서 응조치에 

한 의사결정이 단히 요하므로 시간종속 인(time-dependant)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셋째, 부분의 비상상황 변수들이 상호 련성 으므로 매우 복잡한

(complex)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련된 사람들에게는 심리 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Stressful한 특성을 가진다.

비상상황은 련자들에게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수 의 스트 스를 주고, 비상

응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수집한 문헌  다

음과 같은 스트 스하의 인간행동 특성에 한 연구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검토기

을 개발하 다.

  o Environmental Stressor Effects on Creativity and Decision Making, J. 

Shanteau, G. A. Dino

  o Extreme Event Based Decision Making, J. R. Busemeyer

  o Impact of Experience on Decision Making in Emergency Situation

  o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under Stress: an Overview for 

Emergency Managers

  o Stress and Cognition : A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L.E. Bourne 

Jr., R.A. Yaroush

  o Stress and Human Performance, L. Erlbaum

  o Human Stress and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 Stress, Workload, and Fatigue, L. Erlbaum

사람마다 스트 스 유발 인자에 한 응이 매우 다양하므로 스트 스에 한 

객 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스트 스는 감정  스트

스(emotional stress)와 인지  스트 스(cognitive stress)와 물리  스트 스

(physical stress)로 분류하며, 발생 특성에 따라 성스트 스(acute stress)와 만성

스트 스(chronic stress)로 나 다. 비상상황은 성스트 스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 263 -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사라진다.

스트 스 수 별 인간 행동은 일반 으로 Yerkes-Dodson 법칙(그림 2.6-5)을 따

른다고 알려져 있다. 작업부하가 매우 거나 상황의 변화가 장기간 발생하지 않으

면, 즉 스트 스 수 이 무 낮게 되면 직무수행도가 떨어진다. 직무수행도를 최

고를 올리기 해서는 한 스트 스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업무의 긴장

도는 정확도와 신속성에 정 으로 작용한다.

그림 2.6-5 스트 스 수 별 수행도 향(Yerkes-Dodson 법칙)

공황상태는 극단 인 스트 스의 한 형태이다. 충돌, 탈선 등과 같이 심각도가 매

우 높은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여객은 물론이고 이에 응해야 하는 비상 응 요

원들조차도 공황상태 하에서 조치(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공황

상태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

이 게 다양한 스트 스 상황에 수행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한 이해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검토기 을 수립하 다.

검토기  1 : 정한 스트 스 상황 하에서 비상 응 요원은 가장 양질의 직무를 

수행한다.

검토기  2 : 스트 스 수 이 높을 경우 비상 응 요원의 지각범 는 좁아진다.

검토기  3 : 스트 스 수 이 높을 경우 비상 응 요원이 선택한 처 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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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떨어진다.

검토기  4 : 스트 스 수 이 높을 경우 비상 응 요원의 작업 정확도는 떨어진다.

검토기  5 : 공황상태 하에서 실제로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비상 응 요원의 단

기기억은 작동을 멈춘다(Brain Lock).

검토기  6 : 공황상태 하에서 비상 응 요원의 행 는 생존을 목표로 한 본능

인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외 비상 응시나리오 개발에서 여러 산업계에 일반 으로 용되는 원칙은 다

음과 같다.

일반기  1 : 추가 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조치를 먼  한후 사고 수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 결과

가.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제시

철도의 비상 응 표 운 차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호의 철도 비상 응

계획수립에 한 지침의 제2조에 의거 철도운 자 등이 수립하여야 할 차이다. 

비상 응 표 운 차서는 철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실제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비상 응 차를 구축하여 다양한 비상 응 주체별로 행동요령을 정의하고 철

도운 기 에서의 활용성  리의 효율성을 높일 목 으로 작성된다. 철도 비상

응 표 운 차서는 사고분류(종류, 형태, 상, 치)에 따라 작성되고, 단계별 

흐름도(단계별 조치원칙을 용)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을 기술

한다.

원  비상운 차서(EOP)는 발 소 운 변수가 원자로보호계통이나 공학 안

설비의 동작 설정치를 과하는 과도 상  는 사고 발생시, 이 결과를 완화하고 

필수 인 안 기능을 회복하기 해 작동이 요구되는 기기  계통과 운 원의 조

치단계를 기술한 차서이다.

철도 비상 응 표 운 차서와 원  비상운 차서는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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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서는 사고 발생시 조치해야 할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산

업에서 용하고 있는 기 들을 인 오류 측면에서 철도 산업의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철도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을 확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o 철도 종사자의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비상 응 차서를 개발하는

데 충분한 인 요소를 고려한 지침서

  o 객 인 기 을 포함함으로써 지침에 따라 개발된 차서가 구성

(organization), 형식(style), 내용에 있어 일 성 유지

  o 행  단계의 기술 방법, 사용될 약어 목록  용어 규정을 포함하여 차서

의 내용과 형식(format)에 한 지침 제공

  o 비상 응 차서에 한 개발과 개정시 활용될 수 있도록 용 가능한 기  

 지침 제시

  o 비상 응 차서 입안자, 검토자 는 개정자에게 기   지침이 하게 

용되어 작성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의 내용은 부록 2.6-1과 같으며,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에서 활용하도록 하 다.

나. 비상 응 차의 행 별 수행시간요건 도출

국가의 비상 응체계  산업별 비상 응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비상 응시간에 

한 규정  지침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한 산업별 비상 응훈련계획에서도 운

원의 행 별 비상 응시간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원자력발 소의 주제어실 운 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훈련용 시뮬 이터에서 비

상운 차서에 따라 비상운 을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해서 방사

능방재 책훈련은 철 한 방재교육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행 철도 훈련용 시뮬 이터에는 비상사태 요령, 화재진압요령 등이 포함되

어 있으나 그 종류가 부족(5～6개)하여 다양하게 부여되는 비상상황에 한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한 응능력을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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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도시· 역철도 열차 내 사고

Action 상황

행 자 운 업무종사자(기 사) -> 종합사령실/운 상황실

서블릭 
기호

문자
기호 내용 WFU

Sh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Fo 20

F 0

St 여러 개의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 에서 1개를 선택한다. Fo 20

TE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에 손을 뻗친다. A20 58

G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잡는다. H1 16

TL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 가져간다. A20D 80

P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결합한 치를 결
정한다. Mt 10

A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다. A1 18

U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사용한다. I 30

Pn 차서를 보면서 보  다음 순서를 생각한다. 30,000 

DA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서 땐다. H1D 23

TL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원 치에 가져간다. A20D 80

RL 통신설비( 화기, 방송설비 등)를 놓는다. H1 16

TE 손을 원 치로 한다. A20 58

총합계 30,429 

한 철도 종사자의 비상 응 교육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 응 행 별 액션 다이어그램(Activity Action Diagram)의 수행시간

을 도출하기 해서 인간공학  검토를 한 방법론으로써 산업공학의 학술 인 

방법(동작분석  표 자료법)을 용하 다.

비상 응 수행시간을 산출하기 해서 방법론을 토 로 비상 응 행 별 액션에 

서블릭 기호를 용하여 세분하고, 항목에 한 수행시간은 WF 분석법을 용하

여 표  동작시간을 도출하 다. 이에 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 : 1WFU = 0.00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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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상 응 행 별 시간 요건서”의 내용은 부록 2.6-2와 같으

며, “철도사고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에서 활용하도록 하 다.

다.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  의견 제시

수립된 핵심 검토기   일반기 을 바탕으로 충돌․탈선 등 주요 비상 응 시

나리오에 하여 검토를 수행하 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토의견 1 : 비 검토한 충돌  탈선사고 비상 응시나리오는 선 안 조치 후 

사고수습 조치 원칙하에 작성되었으므로 타당하다.

검토의견 2 : 선 안 조치 후 사고수습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비상상황의 심각도

가 Level-1, Level-2 는 Level-3인지를 진단하는 단계를 삽입하

여야 한다.

재 개발된 시나리오(안)를 보면 선 안 조치 후 사고수습 단계에서 먼  자체

응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외부 응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수습 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이 피해의 확산을 일 수 있으므로 무

엇보다도 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차가 먼  이루어져야 한다. 장의 상황이 

Level-1, 2, 3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히 악하고 자체 응 는 외부 응

을 결정하여야 한다.

운 업무종사자  차장/승무원이 사망하거나 는 승객이 사망하는 등의 사망사

고가 발생하면 승객뿐만 아니라 장의 비상 응요원 조차도 공황상태에 있을 경

우가 크다. 공황상태에서는 운 업무종사자 등 장 응요원이 사령실에 보고하는 

상황보고 조차도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므로 제시된 시나리오(안)의 처 

개념은 부 한 것으로 단된다.





제 3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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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는 이를 유발하는 인 요인에 한 제도  규제 체계를 합하게 개발하

고 장에 용함으로써 효과 으로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철도종합

안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제시될 ‘ 험도기반 국가철도안 리체계’에 근거한 

철도안 법령 체계의 인 오류 리 분야, 자격 리 분야, 성검사 분야, 신체검사 

분야 등 인 요소 련 세부시행 지침  개발 방향을 제시하 다.

인 오류 리 분야는 체계 인 철도 인  오류 감  리 기반을 마련하기 

한 연구로, 본 과제에서는 인 오류 리 기 (안)과 지침 개발을 목표로 련 

기  자료의 조사  분석을 수행하 다.

 

먼 , 기본 인 국내외 철도사고/운행장애의 인 오류 유형 분석, 국내외 철도산

업의 인 오류 리 체계 검토, 타 산업의 인 오류 리체계 검토, 안 업무종사

자(운행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역운 취 종사자)의 직무특성･직무 차･직무

부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인 오류 리 기술기 (안)

을 개발하 다.

  o 인 오류 리 로그램

  o 인 오류 리의 목표  범  결정

  o 사고  운 경험의 설계반   장 피드백 

  o 험도 분석 에서의 안 기능  인 오류 분석

  o 직무분석  직무부하 분석

  o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o 차서 개발  리

  o 면허  자격 리

  o 교육  훈련

  o 인 오류 리 로그램의 주기  평가  개선

인 오류 리 기   지침을 개발하기 해 수행하 던 기반 연구에서 특히, 

KTX 기장, 제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의 본격 인 직무분석  직무부하 분석은 

국내외 으로 처음 수행되었고, 제업무종사자 교육 교재로 활용되는 등 철도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감  리를 한 연구 결과의 활용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 2년 동안 발생한 국내 철도사고/운행장애 사건에 해 분류체계를 제

시하고 인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해 어떠한 원인으로 인 오류가 발생하는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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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 발생 메 니즘을 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인

오류 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한다.

철도 인 오류 리 체계 구축을 하여 인 오류 리 기술기 (안)의 항목 가

운데 수명주기  운 단계에서 인 오류를 리 할 수 있는 법제  지침을 본 과

제에서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KAIST가 핵심연구기 으로 수행 인 ｢안 업

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제에서 개발 인 인 오류분석체계의 법 인 근거

를 마련하기 한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지침”을 

개발하 으며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를 리할 수 있는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을 개발하 다. 향후 철도 인 오류 

리 체계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차 설계․개발․운 ․폐기 단계에 까

지 인 오류 유발요인을 고려하는 법제  제도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한다.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는 안 한 철도차량 운 을 한 최소한의 요건

을 규정  리하는 행 로 그 리활동은 첫째, 반드시 필요한 리요건의 당

성을 규명하여야 하고 둘째, 필요 이상의 규제를 통해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해

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험도 기반의 안 리와 최 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행 자격 리 체계에 한 타당성 검토를 

근간으로 반드시 필요한 리요건과 필요하지 않은 리요건을 구분하고자 하여 

자격 리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한 반드시 필요한 리요건은 인 오류를 감

할 수 있는 체계 인 계층구조와 한 리수 에 의해 구분  분류되어 지침

화 되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은 기술

, 사회 ,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 성과가 있다.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 요건의 체계 인 제도화 기틀을 마련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정기  교육훈련을 통한 취약요소의 도출  사고 방기

술의 확보

o 인 오류 감 측면의 자격 리를 통한 충돌, 탈선, 화재, 그리고 건 목 사고와 

같은 형사고의 재발방지  기 리 응능력의 향상

o 사회  안 강화 요구에 부합하고 국제 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자격 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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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통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문성 강화

o 합리 이고 체계 인 자격 리활동을 통한 자격평가  업무배치로 핵심 안 업

무종사자로서의 업무 만족도 향상  생산성 제고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 동기부여의 강화  명랑한 교통 환경 조성

o 열차운행에 련된 제반 규정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안 하고 효율 으로 조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의 강화

o 안  확보를 통해 복구 는 피해보상으로 인한 직  손실을 이고 안 한 철

도 이미지를 심어 으로써 고객증가에 따른 경 수익 증   

따라서 철도 운 업무종자가의 자격 리활동의 주체인 정부, 교육훈련 문기 , 

그리고 철도 운 사 등이 철도 안  향상을 목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자격

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o 자격 리 지침을 기반으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평가를 한 제

도  근거자료로 활용

o 행 철도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 업무종사자 자격 련 규정에 한 체계

 보완  이론  근거를 제공

o 철도 장의 운 업무종사자에게 안 리, 안 교육, 그리고 안 운 을 한 

기본 지침서로 활용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체계가 근본 으로 철도산업의 안 성 향상을 

한 기틀을 마련하고 인 오류로 인한 철도 사건사고의 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러나 자격 리 요건  다음 사항에 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선진 

철도산업국으로서의 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o 기능모의운 연습기 기반의 정기자격검정을 한 운 수행능력평가 체계  

기술 개발

o 국내 철도산업 실에 합한 운행 합성검사 시행방안  기술 개발

o 험도 기반의 철도 운 업무종사자 안 교육 체계  기술 개발

첨단 제 시스템과 열차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안 업무종사자에게 일어나는 

돌발 상황이나 성  신체기능의 결함은 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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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체검사 제도는 그러한 사고를 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에서 시행 리 주체가 국가이건 민간조직이건 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유지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안 과 한 계가 있는 철도안 업무종

사자의 성검사와 신체검사에 한 타당성  개선  등을 연구하 다.

우리나라의 성 리제도는 일 이 일본식 모델을 채택하여 지 까지 국가 주도

하에 정기 성검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 리 심형 체제로 운 되고 있다. 이 같

은 제도 리 심형 모델은 철도안 의 확보를 해서는 국가 주도하의 표  

리가 으로 필요하다는 사고에 토 한다. 인 오류에 의한 철도사고방지라는 

궁극  목표달성을 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표 으로 리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 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철도안 법에서도 안 업무종사자에 한 성검사 규

정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주도 하의 표  성 리에 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 리시스템

은 행과 같은 정규 성검사방식에 토 하는 것이 필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처럼 철도업무환경이 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정기 성검사를 근간으로 

하는 표  성 리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유연한 환경 응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즉 장의 과업환경과 제도 간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의 안 업무종사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 한 스트 스를 체

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에 한 제도 인 장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이 그 형 인 경우다.

따라서 정기 인 성검사와 함께 업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수 인 역량이 체계

으로 보완되도록 체계 인 정규교육시스템 혹은 역량육성시스템이 정비되고 정

규 성검사방식에 따르는 성 리를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그림의 A Type 

혹은 B Type으로의 환).  시 에서 볼 때 안 업무종사자에 한 업의 교육

시스템은 굳이 해외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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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리제도의 향후 발 방향>

결론 으로 제도 리 시형과 인사 리 시형의 선택은 각 모델이 지니는 일장일

단에도 불구하고 정책  단과 의지에 의한 선택에 속하는 역은 아니다. 그것은 

조직의 거버 스(governance)와 히 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재

의 체제처럼 성 리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환경에선 정기 성검사에 

을 둔 표  성 리가 필연 이다. 반면에 운 사 주도하의 시스템에서는 운

사의 자율  재량에 따른 업 인사 리 심의 성 리가 필연 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 리시스템의 추이가 어떨 것인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

만 제도와 조직운 의 효율성이라는 에서 보면  세계 인 추세는 운 사 자

율의 업인사 리 심  패턴으로 이행될 것으로 견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성

리시스템도 이 시 에서 이 같은 시  추이를 고려한 장기  안목의 정책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암을 정복하고 새로운 질병 치료제가 지속 으로 개발되는 발달된 의학 시 에 

살아가고 있다. 일부 질환들의 원인균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며 인

간을 공격하여 특정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며, 아직 원인이나 치료법이 밝 지지 않

은 질환들은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 철도신

체검사 항목은 30여년을 유지해 오면서 과학 이고 체계 인 검토가 이 진 이 

없었다. 본 연구가 직무분석을 수행한 결과, 실제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연 이 

큰 신체검사 항목은 “신경계통”, “정신계통”이다. 본 연구결과는 직무분석 기반의 

공학  근 방법을 용하여 개선된 신체검사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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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제시하는 개선된 신체검사 모델을 용할 경우, 과학 이고 합리 인 

신체검사 기 의 재정립으로 안 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선진  신체검사 항

목의 추가와 행 제도의 부 한 부분에 한 개선으로 철도에 한 의 수

용성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인 오류 향인자

와 직무분석 기반의 공학  기법을 용하여 신체검사 개선안을 연구결과로 산출

하 으므로, 타 산업분야 신체검사 제도의 개선 연구에 한 모범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신체검사 제도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 져야 하며, 본 연구가 추

후 연구시 시행착오를 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운 기 에게 신체검사에 

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어 안 성이 확보된 원활한 신체검사 제도가 운

되기를 기 한다.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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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의 착안   척도

철도 안 업

무종사자 인

오류 리 

시행 지침 

제시

100%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요구 작업 기능성 난이도 분석

국내외 철도사고 인 요인 유형 분석

인 오류 리 제도화 요건 제시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 

지침(안) 개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철도 운 업

무종사자 자

격 리 세부 

시행지침 제

시

100%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에 한 해외 사례분석

타산업분야 자격요건 비교 검토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평가기   차 분석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를 한 검토요건 개발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안) 개발

제 1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자격요건  업무 성 련 리 시행지침 도출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o 제도화 추진 련 연계사항 리  의견 수렴

o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시행 지침 제시

o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세부 시행지침 제시

o 철도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시행지침 제시

2. 평가의 착안

가. 성과지표 설정근거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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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 

지침(안) 개발

개발된 지침은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기

 제5조]의 규정을 체계 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

도 종사자의 인 행  개선을 한 시스템 구축  운

용에 한 요건을 성공 으로 제시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

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개발된 지침은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기

 제7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

부하를 평가하여 직부 부하의 강도에 따른 책을 수립

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해 필요한 요건들을 성

공 으로 제시

철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안) 개발

개발된 지침은 재 시행 에 있는 철도안  법․령․

규칙․지침의 구조  문제 , 규제사항들의 근거  선

진국과 같은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체계를 구축하기 

해 필요한 요건들을 성공 으로 제시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

가 리 시행지침(안) 개발

개발된 지침은  재 시행 에 있는 철도 안 업무종사

자 성검사 체계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하고, 철

도사고 방과 안 업무종사자들의 직무안 도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  제시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의 착안   척도

철도 안 업

무종사자 업

무 성 평가 

리 시행지

침 제시

100%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평가 리 시행지침(안) 개발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평가 리 시행지침(안) 개발

나.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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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안 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평

가 리 시행지침(안) 개발

개발된 지침은 기존 질병의 발생 가능성  소멸, 새로

운 질병의 출 , 의학기술 수 의 발  등과 같은 시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 시행 인 기 들을 더욱 객

이고 합리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 과 명확

한 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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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기 성과

가. 기술  기 성과

(1) 인 오류 리

o 국내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개입된 인 오류의 유형 분석

o 안 업무종사자 직무 분석  직무부하(난이도) 분석

o 인 오류 리 기 (안) 개발

o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o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시행지침(안) 개발

(2) 자격요건 리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정기  교육훈련을 통한 취약요소 도출  사고

방 기술 확보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 요건 제도화 기틀 구축

o 엄격한 자격 리를 통한 충돌, 탈선, 화재, 건 목 사고와 같은 형사고 

재발방지  기 리 응능력 향상

o 사회  안 강화 요구에 부합하고, 국제 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자격 리 

체계의 구축을 통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문화

o 철도 운 업무종사자를 합하게 배치함으로써 철도사고를 감시키는 제

도  장치 마련

(3) 업무 성 평가

o 변화하는 철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검사 항목 제시를 통한 사고 방 

기술 확보

o 단독 업무 수행 능력 증진과 비상시 처 능력  단력 향상

o 충돌, 탈선, 화재, 건 목 사고와 같은 형사고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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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철도 선진국의 성  신체검사 항목의 반 으로 인한 국제 인 수 의 

평가기 의 마련

나. 사회․경제  기 성과

(1) 인 오류 리

o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기술기   시행지침을 통한 인 오류의 

체계  리  인 오류 감을 한 효과 인 응 방안 수립 가능

o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효율화로 인해 철도사고/운행장애 발생이 

감소하여 인명손실  열차의 지연운행 최소화로 사회･경제  비용 감소

o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발생율 감소로 철도교통 수단의 정시성･안 성 

제고

(2) 자격요건 리

o 합리 이고 체계 인 자격 평가  업무배치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업

무만족도 향상과 생산성 제고

o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 동기부여의 강화  명랑한 교통 환경 조성

o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 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사

회의 안 에 공헌할 수 있는 문 인력을 육성

o 열차운행에 련된 제반 규정의 이해를 높여서 안 하고 효율 으로 조작

할수 있는 학습능력 강화

 

(3) 업무 성 평가

o 안  확보를 통해 복구  피해보상으로 인한 직  손실을 이고 안 한 

철도 이미지를 심어 으로써 고객증가에 따른 경 수익 강화

o 문 인 직 에 단한 동조치  승객 안  피 조치의 숙련화에 따

른 인명과 재산의 구조

o 발 하는 의료 기술의 수 을 감안한 합리 인 신체검사 항목의 도출에 따

른 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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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방안

가. 인 오류

o 인 오류 리 기술기 안은 철도산업의 인 오류 리 시행지침 개발을 

한 상  요건으로 활용

o 직무부하 분석  리와 인 행 개선시스템 구축  운용시 근거 규정으

로 활용

o 철도사고/운행장애에 개입된 인 오류의 특성분석  유형분석 결과는 다

시 장으로 피드백 되어 안 운 을 한 직원 교육  훈련에 활용

o 안 업무종사자 직무분석 결과는 직무수행 차 교육을 한 교재로 활용 

가능

o 안 업무종사자 직무부하(난이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는 안 업무종사자  

직무부하 감소 책 마련시 우선순  선정에 활용

나. 자격요건

o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지침은 자격 리  평가를 한 제도  근

거 자료로 활용

o 철도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 업무종사자 자격 련 규정에 한 보완 

 이론  근거자료 제공

o 장 운 업무종사자의 안 리, 교육  운  지침으로 활용

다. 업무 성 평가

o 철도 안 업무종사자 성검사  신체검사 지침은 리  평가를 한 

제도  근거 자료로 활용

o 철도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업무종사자 업무 성 련 규정에 한 

보완  이론  근거자료 제공

o 신규 안 업무종사자 충원시 선발기 의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존 안

업무종사자에 한 훈련  업무의 격성 악에 활용

o 운송, 기계 련 조작능력 훈련  평가를 한 시뮬 이터 개발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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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

라. 비상 응

o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은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와 철도 운 기

에서 비상 응 차서 작성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o 비상 응 행 별 시간 요건서는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에서 비상

응 행 별 수행시간을 활용

o 인 오류 측면의 비상 응 시나리오 검토는 “비상 응 리체계 구축”과제

에서 인 오류 측면의 검토를 반 한 비상 응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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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업무 

종사자 

특성요인

신체  

요인

연령조건

신체조건

감각조건

<철도안 법> 제11조 (결격사유) 에서는 운 면허 결

격사유에 한 규정 제시

<철도안 법시행령> 제12조(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법 제11조에 따라 운 면허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 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에 한 항목 제

시

<철도안 법시행령>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범  제시

<철도안 법 > 제12조 (신체검사 방법· 차·합격기  

등)  신체검사 항목과 합격기 에 시력, 청력 기  포함

호주

<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 64 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program 에서 건강 합성 로그

램의 이행 기  제시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  21. 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programs에서  건강 합성 로

그램을 이행 기  제시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2 Assessment Procedures and Medical Criteria>

• 의료  기  제시 ( 청력, 시력 기  포함 )

  

캐나다

<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 18 조항 청각  시각을 포함한 최소한의 의료  기  제시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 의료  평가 주기, 의료  합성 평가, 의료  요건으로 인한 제한에 

한 기  제시

• Selection

• Recruitment

[부록 2.2-1]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관리 법규 및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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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의료  항목에 하여  기 에 한 합성, 평가 요건 등에 한 기

 제시(청각, 시각 포함 )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  A2 Medical Fitness Requirements에서 의료  평가 방법  합성 
요건, 질병 이후의 평가에 한 기  제시(청력, 시력 포함)

운동능력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 차·

합격기  등) 신체검사 항목과 합격기 에 신경계통, 사

지 항목으로 운동능력 기  제시

<철도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종사자 성검사 시
행지침>제6조 (검사의 측정 내용) 성검사의 반응형
검사에서 속도 측능력, 주의력 검사, 거리지각능력, 안정
도 검사, 민첩성 검사 수행

호주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2 Assessment Procedures and Medical Criteria>

• 13 Musculoskeletal Disorders 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안 요업무와
의 연 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한 기 을 제시

캐나다

<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5.2 Assessment for medical fitness for duty에서 의료  합성 평가
시 고려할 기  제시( 손발 단, 염 심각한 기능 장애, 척추 질
환, 비만 등을 포함하는 근골격 질환 포함)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 A2.4 General health 에서 일반 인 의료  사항에 한 기  제시( 균

• Selection

•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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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근육운동의 조화의 결함, 이동성의 제한 등의 결함에 하여 기  
포함)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 Physical requirement에서는 선발과정에서는 운 업무 지원자가 지녀
야 할 육체  요건에 하여 기  제시

정신

요인

성격의 

합성

<철도안 법> 제15조 ( 성검사) ①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 에 합한 성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정하기 하여 건설교통부장 이 실시하

는 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 차·

합격기  등) 신체검사 항목과 합격기 에 업무에 응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  행동장애,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포함

<철도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차량 성검사 시행
지침>제6조 (검사의 측정내용) 성검사의 문답형 검
사에서 품성검사의 세부항목으로 정  인상 척도, 신경
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 정신증 성향 검사수행

호주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2 Assessment Procedures and Medical Criteria> 

• 16 Psychiatric disorders 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성격질환에 한 기  
제시

캐나다

<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5 Assessment for medical fitness for duty에서 의료  합성 평가시 
고려할 기  제시(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우울증을 포함한 심
리상태, 공항  공포증을 포함한 불안과 련된 질환, 반사회 , 변덕 
는 공격 인 행동 결과를 수반하는 성격질환 포함)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 5. Recruitment and selection에서는 선발시 운 직무종사자의 합성

을 보장하기 하여 심리학자에 의한 심리검사가 수행

• Selection

• Recruitment

안 에 한 <철도안 법 > 제70조(철도안 지식의 보  등) 철도 호주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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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안 에 한 지식의 보 과 철도안 의식을 고취시키기 

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 요구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 교육) ①철도운 자등은 자

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하여 정기 으로 철

도안 에 한 교육을 실시를 규정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42조 (철도종사자의 안 교

육 방법 등) 철도운 자등이 정기 으로 철도안 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범   시간 

규정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51호> 제11조(안 교육의 계획수립 

등) 철도운 자는 철도종사자에 한 안 교육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

<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 70 Duties of rail  workers에서 직무 수행시 안 업무종사자의 안
련 책임 기  제시

교육훈련 

상태

<철도안 법> 제16조 (교육훈련) 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 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하여 건설교통부장 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철도안 법시행령>제17조 (교육훈련기 의 지정기

) 교육훈련기 의 지정기  제시

호주

<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 69 Identification for rail safety worker에서는 철도운 자는 철도안
업무종사자가 철도안 에 충분한 합성과 훈련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기  제시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 25 Records of competence에서는 훈련 련 사항을 포함한 합성 평

• Training



- 307 -

분류 분류 소분류 국내 철도 해외 철도 RSSB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훈련의 기간·방

법 등) 운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문교육훈련기 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한 훈련 기간, 방법

이 제시 됨.

<철도안 법 시행규칙>제37조 (운 업무수행의 필요

요건 등) 운 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 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때의 필요 요건 제시

가에 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  제시.

<National Guide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 18 Human Factors에서는 철도안 직무종사자에 한 훈련  선발과 
련해서 훈련시, 험도 기반 분석 수행을 제시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 18조항에서 해당 직무에 임명되기 , 후 의 교육훈련 기  제시

<Railway Employee Qualification Standard Regulation>

• Training programs and consultation에서  각 직종별로 훈련 로그램
을 수행 기  제시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 6. Training에서 일반 인 훈련 요건, 기본 훈련, 훈련평가, 훈련체계의 
문서화에 한 기  제시

<Understanding Human Factors a guide for the railway 
industry>

• Training항목에서 훈련요구분석(TNA:training needs analysis)에 한 
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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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Group Standard GE/RT8046 Safety Communications>

• Training에서, 의사교환과 련하여 훈련사항에 한 기  제시

운 업무 

경력

<철도안 법> 제19조 (운 면허의 갱신) 운 면허의 

유효기간  운 면허 갱신 요건 제시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32조 (운 면허 갱신에 필

요한 경력 등) 운 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기  규정

국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 Selection process에서는 운 업무종사자 응시자의 경력 유무에  한 
선발 차 기  제시

약물복용 

정도

<철도안 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철

도차량운 ․ 제업무 등 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인 자를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 리에 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 제한 규정

<철도안 법> 제20조 (운 면허의 취소·정지 등)  운

면허취득자가 음주  마약 련 규정을 반하 을 때 

운 면허의 취소, 정지 련 규정

<철도안 법시행령> 제43조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

도종사자)  음주  마약 사용이 제한되는 철도 종사자

의 범  규정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76조(음주제한의 기  등) 

철도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음주  

마약 제한 기

호주 

<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 65.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에서 알코올  마약 리 
로그램  이행 기  제시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 1:  MANAGEMENT 
SYSTEMS>

• 7.5 Drug and Alcohol Screening에서 알코올과 마약에 한 기  제시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18> 참조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 5. Assessment for medical fitness for duty에서 알코올, 불법 마약을 
포함하는 물질남용에 한 기  제시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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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Substance Use Disorders에서  채용 시 약물복용과 련하여 기  
제시

국

<Railway Group Standard GE/RT8070, Drug and Alcohol>

• Drug and Alcohol에서는 마약  알코올 정책에 한 내용,  테스트 
방법  차에 한 기 이 제시

수면정도

호주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2 Assessment Procedures and Medical 

Criteria>

• 19 Sleep Disorders에서는 수면질환에 한 기  제시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 18조항에 근무시간  휴식시간에 한 기  제시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 수면 련 질환을 포함한 신경계 결함에 하여 의료  합성 평가의 
기  제시

• Selection

• Recruitment

심리

요인

피로/

스트 스

호주

<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 67. Fatigue management program에서는  피로 리  로그램을 
비  이행에 한 제시

• Stress

• Shiftwork

•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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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IGUE MANAGEMENT FOR RAIL SAFETY WORKERS>

• 피로와 철도 안 직무자의 계 그리고 피로 리 로그램에 한 기  

제시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 18조항에 근무 시간  휴식 시간에 한 기  제시

<WORK/REST RULES FOR RAILWAY OPERATING 
EMPLOYEES>

• 피로 련 요건, 피로 리계획 기  제시

국

<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6, Managing fatigue in safety critical work>

• 피로 련 기  제시

심리 불안

의 정도

호주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 1:  MANAGEMENT 
SYSTEMS>

• 일부 철도 조직에서는 충원, 승진시 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이
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충원시 심리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Selection

•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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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5. Assessment for medical fitness for duty에서 의료  합성 평가
시 고려할 기 제시(우울증을 포함한 심리상태, 공항  공포증을 포함
한 불안과 련된 질환, 변덕  공격 인 행동 결과를 수반하는 성결 
질환 포함)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 5. Recruitment and selection에서 선발시 운 직무종사자의 합성을 
보장하기 하여 심리학자에 의한 심리검사 수행

운 업무 

특성요인

장비 

특성

요인

조종장치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제43조(운 실에 갖

추어야 할 장치) 운 실이 갖추어야 할 장치   이들 

장치에 한 배치 기  제시 ( 운 하는 경우 사용되는 

모든 장치는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의 시야 범  안에 

있어야 하며,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가 혼동하거나 어려

움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호주

<National Guide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 18 Human Factors, Design and procurement에서 화면표시장치, 제어
장치, 경보장치, 신호  경고 등은 설계시 인간기계연계에 한 기  제
시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User-centered 

design

• Equipm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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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1, Requirements for Driving 
Cabs of Railway Vehicles>

• 7 Controls and Instruments에서 제어기  계측기의 설계  배치에 
한 기  제시

정보표시장

치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제85조(운행상태 확

인장치)  

열차의 운행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는 철도차량운 업무종

사자에게 각종 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통보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  

호주

<National Guide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 18 Human Factors, Design and procurement에서 화면표시장치, 제어
장치, 경보장치, 신호  경고 등은 설계시 인간기계연계에 한 기  제
시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User-centered 

design

• Equipment 

design

경보장치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제43조(운 실에 갖

추어야 할 장치) 열차운   제동장치 등 안 련 

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시각 는 청각신호가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청각

신호는 운 실의 소음에 불구하고 철도차량운 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량을 가져야 한다

는 규정

호주

<National Guide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 18 Human Factors, Design and procurement에서 화면표시장치, 제어
장치, 경보장치, 신호  경고 등은 설계시 인간기계연계에 한 기  제
시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 Equipment 

design



- 313 -

분류 분류 소분류 국내 철도 해외 철도 RSSB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1, Requirements for Driving 
Cabs of Railway Vehicles>

•  7.4 Audible and Visual Warnings에서는 기 실 내부의 청각  시각 
경보는 기능, 긴 함, 요성에 따라 소리의 크기, 음색 는 빛의 강도
가 구별되도록 기 제시

운 업

무의 

신체  

특성요

인

운 업무시

간/휴식시간 

비율

호주

<Fatigue Management for Rail Safety Workers>

•  2.11 Limits on Working Hours and Fatigue Management planning
에서 근무시간, 근무패턴 확인  근무  휴식기간에 한 시간을 리
하기 한 범  기 제시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 근무시간  휴식 시간에 한 기  제시

<Work/Rest Rules for Railway Operating Employee>

• 5.1 Maximum duty Times에서 최  근무시간  휴식기간에 한 기
 제시

국

<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6, Managing fatigue in safety critical work> 

• Shif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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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련 기  제시

의사교환 

형태의 

합성

국

<Railway Group Standard GE/RT8046 Safety Communications>

• 안 한 의사교환과 련하여 이에 한 일반  요건, 선발시 용, 훈
련, 감시에 한 기 을 제시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 Physical requirement에서 선발과정에서 운 업무 지원자가 지녀야 할 

육체  기  제시(안  메시지를 달하기 하여, 명확하게 구어  문

장으로 어의 사용)

• Communi

cation

운 업

무의 

정신  

특성요

인

운 업무에 

필요한 주의 

 경계정도

<철도차량운 면허응시자  철도종사자 성검사 시
행지침>제6조 (검사의 측정 내용) 참조

국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 Physical requirement에서는 선발과정에서는 운 업무 지원자가 지녀

야 할 육체  요건에 하여 기  제시(반복 이고, 지루한 직무를 수행

할 때 경계심  집 력 유지, 변화하는 상황에 안 요건을 수하여 빠

르게 반응, 시간의 압박 하에서 차, 규정, 지침의 수, 비상 상황 

는 스트 스 상황에서의 반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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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장기/

단기기억)요

구 정도

국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 Physical requirement에서는 선발과정에서는 운 업무 지원자가 지녀

야 할 육체  요건에 하여 기  제시(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안 련 정보의 유지  회상 포함)

운 실 

환경요인

운 실

의 

물리  

특성요

인

운 실

주변소음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제42조(운 실) 열차

운행시 운 실의 실내소음은 등가소음 (Equivalent 

Sound) 기 으로 측정한 경우 85데시벨을 과할 수 없

다.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0, Ride Vibration and Noise 
Environment Inside Railway Vehicles>

• 6. Noise Levels에서 소음환경에 한 기  제시.

<Understanding Human Factors a guide for the railway 
industry>

• Design의 Noise항목에서는 소음을 이기 한 방법 기  제시

• Workplace 

design

운 실

진동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 Workpl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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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0, Ride Vibration and Noise 
Environment Inside Railway Vehicles>

• 5. Ride Accelerations에서 진동 기  제시.

운 실

온도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제42조(운 실) 운

실에는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를 한 한 조명설비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1, Requirements for Driving 
Cabs of Railway Vehicles>

• 4. General Requirement에서는 기 실은 열차나 선로에서 경험할 것 
같은 다양한 조건의 범 에 한 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주
변 기후, 온도, 습도 조건과 함께 밤과 낮의 조건 등 다양한 련 사항
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 제시 

• Workplace 

design

운 실

습도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55

호>

제42조(운 실) 운 실에는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를 

한 한 조명설비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 Workpl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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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1, Requirements for Driving 
Cabs of Railway Vehicles >

• 4. General Requirement에서는 기 실은 열차나 선로에서 경험할 것 
같은 다양한 조건의 범 에 한 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주
변 기후, 온도, 습도 조건과 함께 밤과 낮의 조건 등 다양한 련 사항
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 제시 

운 실

공간배치의 

합성

철도차량안 기 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55

호>

제43조(운 실에 갖추어야 할 장치) 운 하는 경우 사

용되는 모든 장치는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의 시야 범

 안에 있어야 하며, 철도차량운 업무종사자가 혼동하

거나 어려움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61, Requirements for Driving 
Cabs of Railway Vehicles>

• 4 General Requirement에서는 정착물, 부속품, 내부시설, 비품, 장치류, 
제어기, 지시기, 계측기 등을 포함하는 기 실의 내부 치수는 운 업무
종사자의 신체  치수 범   인간공학 배치의 에서 합해야 한
다는 기  제시.

•User-centered 

design

운 실 

의 

화학  

환경요

운 실의 

환기

미국

<Human Factor Guidelines for Locomotive Cabs>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작업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환기, 소음, 진
동, 일반  기 실 설계에 한 고려 사항과 장비특성요인에 해당하는 

• Workpl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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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어기, 표시기, 경보장치, 음성통신장치 등에 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하고 있음.

국

<Railway Group Standard GM/RT2176, Air Quality and Lighting 
Environment for Traincrew Inside Railway Vehicles>

• 5. Air Quality에서는 운 업무종사자가 포함된 열차승무원이 거주하
는 지역의 환기에 한 기 제시

운 실의 

청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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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시험

원자력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7806호]

제91조 면허등 ①원자로의 운 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

원소 등의 취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부장 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

사선 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가 제2항 각호

(제2호를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 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방사선 리기술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를 운 하거

나 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면허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 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 자면허

5. 방사성동 원소취 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 원소취 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 감독자면허

시행령[일부개정 2006.06.30 통령령 제19582호]

제282조 면허의 효력 법 제91조제2항 각호의 면허를 취득

한 자  동항 제1호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원자로

항공법[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4호 건설교통부]

제25조 자격증명등 ①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 으로부터 항

공종사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연령미만인자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

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사  항공정비사의 자

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 제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

리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21세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

고 그 취소일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의 

용을 받는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

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 자격증명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부록 2.2-2] 원자력과 항공산업에서의 인적요인에 관련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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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 업무에, 동항 제3호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핵연료물질의 취 업무에, 동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 리기술사

(이하 "방사선 리기술사"라 한다)는 방사성동 원소 등의 

취 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원자력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7806호]

제92조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자

2. 치산자․한정치산자 는 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반하여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 를 받고 그 집행

유  기간 에 있는 자.

4.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시행령[일부개정 2006.06.30 통령령 제19582호]

제283조 응시자격 ①법 제91조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은 별표5와 같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내용  산출방법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 사

6. 항공교통 제사

7. 항공정비사

8. 항공공장정비사

9. 운항 리사

제29조 시험의 실시  면제 ①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지  능력에 하여 건설교통부장 이 실시하

는 학과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 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

공기의 종류·등  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는 항공기 탑승경력  정비경력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등 에 한 최 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

시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삭제

④건설교통부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시험  심사의 일부 는 부를 면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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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자력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7806호]

제93조 면허의 취소 ①과학기술부장 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반한 때

4.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는 정지의 기 은 과

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원자력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7806호]

제94조 면허시험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 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 은 외국에서 제91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부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시험에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교육기 의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

3.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

제29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건설교통부장 은 실제의 항공기 신 모의비행장치를 이

용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 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

경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 , 탑승경력

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①제26조제1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  항공기에 탑승하

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

공교통 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자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기승무원"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한 문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건설교통부장 이 지정한 자(이하 "항공신체검사 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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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정한 행 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

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

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일부개정 2006.06.30 통령령 제19582호]

제285조 시험과목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과목은 별표6과 같다.

제287조 시험시행 ①과학기술부장 은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일시  장소를 시험실시  30일까지 공고하여

야 한다.

제288조 합격기  ①필기시험의 합격기 은 각 과목마다 

100 을 만 으로 하여 매 과목 40  이상, 과목 평균60

 이상으로 한다.

②실기시험의 합격기 은 100 을 만 으로 하여 60  이상

으로 한다.

제284조 시험방법 ①법 제94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 제91조제2항 제1호  제2호의  면허에 한 시험

라 한다)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문의사의 지정기 ,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신체검사기   유효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격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 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

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반하여 벌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때

3. 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는 

한 과실이 있는 때

4.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 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

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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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

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는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법 제91조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에 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1조제2항 제1호  제2호의 면허에 한 시험에 있어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필기시험을 면

제한다.

1. 법 제91조 제2항 제1호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종류는 동

일하나 용량  는 핵증기공 계통의 공 자(이하 "공 자

"라 한다)가 다른 원자로에 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에 

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2. 법 제91조 제2항 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종류는 동

일하나 용량  는 공 자가 다른 원자로에 한 원자로조

종사면허에 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3. 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

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로서 원자로의 종류·용량   공 자가 동일한 원자로조종

사 는 원자로조종감독자의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다음

회의 동일한 면허시험에 한한다)

②의사 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91조 제2항 제7호의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 에 맞지 아니하

게 되어 항공업무의 수행에 부 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2조·제47조·제48조 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

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반한 때

③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자가 그 시

험 는 심사에 하여 부정행 를 하거나 항공기승무원신

체검사를 받는 자가 그 검사에 하여 부정한 행 를 한 때

에는 그 부정행 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자격증명등의 시

험 는 심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자격증명등의 시험

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체검사의 경우에

는 이 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 과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신체장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

에 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승무원은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

간이내인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①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

공기의 기장은 경험(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항  노선에 

한 것에 한한다)․지식  기량에 하여, 기장 외의 조종

사는 기량에 하여 건설교통부장 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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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1조 제2항 제6호의 면허에 한 시

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별표6의 방사성동 원소취 자특수면

허에 한 시험과목  제1호·제2호  제4호의 과목에 

한 시험을 면제한다.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이 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과학기술부장 이 인정하는 면허

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6의 시험과목  원자력 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

술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한 사항

4. 시험면제에 한 사항

원자력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7806호]

제95조 면허증 ①과학기술부장 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

인에게 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에 하여 그 경험․지지  기량의 유무를 정기 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

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④건설교통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지정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

업자"라 한다)로 하여  소속조종사에 하여 제1항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는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

격한 조종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제4

항의 경우에 이를 용한다.

⑥건설교통부장 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종사에 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는 심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등의 실시 건설교통부장 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

공기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심사를 실시하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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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제55조 자격  훈련 발 용원자로운 자는  제102조 제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발

소업무에 종사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 소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경험을 갖춘 종사

자를 선임할 것

2. 원자로운 ·핵연료물질·방사성동 원소 등의 취 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거나, 자격

을 갖춘 자의 지시·감독 하에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4. 원자로운 원에 하여 매년 약물복용  정신질환 등에 

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자가 원자로 운 하도

록 할 것

란한 사항에 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

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심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1.22 건설교통부령 제380호 건

설교통부]

제76조 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종류․등  는 형식을 한 정하기 

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1

에 의한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81조 시험과목  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의 학과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 는 별표 12와 같다.

②항공안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항목  

항공기 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하여는 구술로 실시하게 할 수 있

다.

③운송용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발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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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어구사능력시험의 평가방법 제8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실기시험  어구사능력시험의 경우 국제민간항

공조약부속서 1의 기 에 의한 1등  내지 6등   2등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구사능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88조 자격증명을 가진 자등의 시험의 면제 ①자격증명

을 받은 자가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고

자 하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고 그 수 이 동등 

이상이라고 항공안 본부장이 인정한 것에 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그 

수 의 인정범 는 별표 13의2와 같다.

제90조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①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합하여야 한

다)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 자

를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부 

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

격증명을 가진 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임시자격증명을 발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외국정부의 

자격증명 사본을 안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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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의 외국인 교 요원 

는 운용요원(조종사․기 사․정비사  운항 리사에 한

한다)으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 

 실기시험 면제 

2. 일시 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하여 채용된 외국

인 조종사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

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제2호외의 경우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 : 학과시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면제 

②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 본부장

이 지정한 문교육기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자

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

험을 면제한다.

③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

본부장이 지정한 문교육기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별표 13의 기 에 의하여 실기시험의 일부 는 부

를 면제한다.

④법 제2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항공기술사․항공정비기능장․항공기사 는 항공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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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정비기능장 는 항공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

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

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항공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외의 학과시

험을 면제한다.

교육훈련

원자력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7806호]

제105조 교육훈련 ①원자력 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와 방사선 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하여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 성 확보  방사

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 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원자력 계사업자  원자력 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 통제에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일부개정 2006.06.30 통령령 제19582호]

제295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원자력 계

사업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

함에 있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하여는 작업종사  교육·

항공법[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4호 건설교통부]

제29조의3 문교육기 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 은 항공

종사자의 육성을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문교육기 (이하 " 문교육기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교육기 의 지정기 은 건설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 은 문교육기 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문교육기 의 지정기 을 반한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①운송용조종사(회

익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에 한한다)·사업용조종사 는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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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정기 으로 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방사

선 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하여는 출입  교육·훈련과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등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96조 보수교육 ①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면허증 발 용원자로 는 10메가와트 열출력이

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 에 련된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핵연료물질 는 방사성 동 원소 등의 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 보수교육은 그 소속기

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소속기 에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는 개인에 한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과학기

술부장 이 지정하는 련분야의 다른 기 에 이를 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실시기 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의 조종업무

나 핵연료물질 는 방사성동 원소 등의 취 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 한 당해 연도 보수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

부장 으로부터 계기비행을 받아야 한다.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②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 자에 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공기의 종류별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 으로부터 조종교

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항공기(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

연습

2.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에 하여 한정을 받은 종류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에 하여 

이를 용한다.

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1.22 건설교통부령 제380호 건

설교통부]

제93조 문교육기 의 지정등 ①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문교육기 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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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자력 계사업자는 종업원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에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

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 의 감액 기타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과학기술부장  는 보수교육 실시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 수료자에 하여 그 면허수첩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5조의2 원자력통제 교육 상자 법 제105조제3항에서 

‘원자력 계사업자  원자력 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 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 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발 용원자로설치자

나. 발 용원자로운 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는 핵연료주기 련 공정이나 계통

개발에 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07.14 과학기술부령 제90호]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항공종사자 문교육기  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

안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교육방법 

2. 교 황(교 의 자격․경력  정원) 

3. 시설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항공안 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항공안 본부장이 고시하는 기 에 합한 경우에는 법 제

26조, 법 제28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별

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하여 문교육기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안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교

육기 (이하 "지정 문교육기 "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정 문교육기 은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평

가결과를 지체없이 항공안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정 문교육기 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항공안 본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⑥항공안 본부장은 매년 지정 문교육기 이 제2항의 지정

기 에 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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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교육  훈련의 실시 ①  제29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원자력 계사업자는 방사선안 리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 리

2. 방사성물질 등의 취

3. 방사선장해 방어

4. 방사선안 리규정  계법령

5.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한 교육·훈

련을 자체 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원자

력 계사업자는 과학기술부장 의 지정을 받은 기 에 탁

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한 세부

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 교육·훈련 시간 등 ①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계사업자는 방사선 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종사  교육·훈련 : 20시간 이상

2. 정기  교육·훈련 : 매년 6시간 이상

⑦항공안 본부장은 지정 문교육기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기 에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의 조건을 반한 경우 

3. 제4항  제5항의 보고를 허 로 한 경우 

4. 제6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 문교육기  지정 내용과 다르게 허 고를 하

을 경우

제94조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  등 ①법 제29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의 항공기 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

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모의비행장치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

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 규정 

3. 실제항공기의 시험비행기록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시험

비행기록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리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목록과 그 용방법(사업

용항공기에 한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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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검사 등 안 규제업무를 수행

하기 하여 출입하는 자 는 시설운 책임자·방사선안

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자 등 일시 으로 방사선 

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한 출입  교육은 출입하기  

당해 시설에 한 안내자의 안 리수칙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296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그 보수

교육으로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교육  해당 연도

의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6조의 2 원자력통제교육 ①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

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교육방법  교육내용은 별표 

2의 2와 같다.

③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에 한 계획

을 수립하고,  제295조의2에 따른 교육 상자 는 그 사

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제55조 자격  훈련 발 용원자로운 자는  제102조 제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발

소업무에 종사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는 항공안 본부장이 고시하는 지정기   검사요령에 의

하여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 에 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11의 기 에 의한

다.

항공안   보안에 한 법률

제28조 교육훈련 등

①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 이 

정한 교육기 에서 검색방법, 검색 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 의 지정과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

이 정한다.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 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교육기 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 본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

2. 교 의 자격·경력  정원 등의 황

3. 교육시설  교육장비의 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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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운   사고 시에 운 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 소종사자에 한 훈련계획(법 제10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 작업종사자·방사선 리출입

자에 한 교육훈련과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립할 것

6. 교육규정

②항공안 본부장은 한 보안검색 교육  교육평가를 

하여 제1항 각호에 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검색교육기

의 지정기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안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

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에 

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보안검색교육기 으로 지정받은 교육기 은 교육이 종료

된 후 교육이수자 명단  교육평가결과를 항공안 본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검색교육기 으로 지정받은 교육기 은 제1항의 각호

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항공안 본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항공안 본부장은 보안검색교육기 으로 지정받은 교육기

이 제2항의 지정기 에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지

정기 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인 요인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기 에 한 규칙

제45조 인  요소 ①원자로시설 종사자와 인간·기계의 연

계와 련된 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인  요소가 체계 으

로 반 되어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설계에는 운  시 인 오류의 발생을 최소

화하기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 하여야 한다.

1. 운 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 원의 단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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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하고 잘못된 단을 방지할 것

2.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보상하는 수단을 제공

할 것

3. 운 원에게 의사결정  조치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

할 것

제57조 인  요소의 리 발 용원자로운 자는  제102

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 소를 운 함에 있어 

인 오류를 낮출 수 있도록 인  요소에 의한 사고  사고

근  사례를 설비  차서에 반 하고, 직무 수행능력의 

하를 방지하도록 리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항공법[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4호 건설교통부]

제50조의2 사고보고등 ①제50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사고 외에 항공기의 안 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태를 발생시킨 자

는 그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분석하여 항공기의 안 을 해할 수 있는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등 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를 보고

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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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제33조 제1

항 제3호 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일부개정 2003.11.04 통령령 제18117호 건설교

통부]

제63조 권한의 임․ 탁 ⑥건설교통부장 은 법 제15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통안 공단

에 탁한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업무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교부에 한 업무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업무  조종교육

증명업무와 증명서의 교부에 한 업무 

3.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의 수․분석 

 에 한 업무 

⑦교통안 공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받은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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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고일시 국가 장소 사고유형 사고 개요 련자 사고 원인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
1999-10-05

08:11
국

드 록 
그로  

(ladbroke 
grove) 
분기선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정면충돌)

패 튼역을 출발한 하행 템즈열차의 기 사가 신호
모진(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당시 역으로 
진입하던 상행 고속열차와 정면충돌하고, 열차 화
재가 발생한 사고. 

기 사 운 취
신호확인소

홀 
(신호모진)

분기선 정지신호 무시 
이선 진입

C3 S

2
2002-03-30

20:30

스페
인

토 뎀버러(t
orredembarr
a) 역구내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측면충돌)

Catalunya Express가 토 뎀버러역에서 정차 후 
출발하면서 역구내 출발 신호기의 정지신호 무시하
고 주행. 이선진입하여 유로메드(고속열차)와 좌측
방향에서 충돌

기 사 운 취
신호확인소

홀 
(신호모진)

역구내 기선 출발신
호 무시

C3 S

3
1997-09-19

10:32
국

사우스올(so
uthall)

교차로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측면충돌)

패 튼역으로 향하던 여객열차의 기 사가 신호모
진하여 본선을 횡단하여 조차장으로 진입하는 화물
열차의 측면과 충돌. 연료탱크 열로 열차화재 발
생

기 사 운 취
신호확인소

홀 
(신호모진)

교차선 정지신호 무시 C3 S

4
1999-03-23

07:02
미국

모멘스

교차로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측면충돌)

콘 일 선로와 UP 선로 교차 지 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콘 일 소속 열차의 기 사가 시계 불량
인 신호체계와 제동취  지연으로 남쪽으로 달리던 
UP소속 열차와 충돌. UP열차 기 차 연료 유추로 
화재 발생

기 사 운 취
신호확인소

홀 
(신호모진)

교차선 진입  과속 
운행, 제동 취  지연

C3 S

5
2002-06-17

17:42
미국

볼티모어 
펜역 부근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측면충돌)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암트랙 
90호 열차 팔메토가 기 사의 신호확인 지연  그
에 따른 제동취  지연으로 서쪽으로 운행 이던 
열차와 충돌

기 사 운 취
신호확인소

홀 
(신호모진)

교차선 신호확인  
제동취  지연

C3 S

6
2003-08-08

07:13
한국

경부선 
고모∼경산
역 사이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후방충돌)

김천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 열차가 
경부선 고모~경산 역 사이들 운행하던 , 열차운
행방식변경(자동폐색식->통신식)에 따른 열차 운
취  방법 불량으로 앞서 운행 이던 화물열차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

제사, 
역/공
사 

취 자, 
기 사

운 취
신호공사구
간 안 조치 

락

신호 공사 련 안 조
치 미실시, 련 종사
자(역취 자, 기 사, 
제사) 규정 반

T3 V

7
2000-04-10

02:30
미국

녹스

역구내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장애물충

MARTA 철도 녹스 역에서 MARTA 소속 부정
기 열차가 남행 선로 에서 천장 보수작업 이던 

자가 추진식 고각작업 와 충돌한 사고

제사, 
장 

작업자
운 취

고각 
작업 와 
충돌

천장 보수작업 이던 
고각 작업 와 충돌. 
단선운 차 미시행.

T3 M

[부록 2.2-3] 국내외 주요 철도사고의 인적오류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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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고일시 국가 장소 사고유형 사고 개요 련자 사고 원인
오류
모드

오류
타입

돌)
열차통제센터의 부통
제 이 부정기 기 사
에 작업상황 미통보

8
2003-05-12

08:37
한국

경부선 

화명역-물
역 사이

철도교
통사고

열차충돌

(장애물충
돌)

부산발 여객열차가 호포천 교량 를 통과할 때 철
교 에서 고속철도 교량 신설공사 작업 이던 기
기 운 자가, 감독자  열차감시자 미배치 등 

안 리 소홀로,  장비를 이동시키기 해 붐 를 
상승하는 순간 기 기의 붐 가 기 차  객차에 
충돌

공사 
장 

작업자

검/보
수

(시공업
체 련)

선로변 
기 기와 

시공업체와의 사
의 소홀

C3 M

9
2002-09-15

11:20
미국

테네시주

패러것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분기부)

노픽서던 철도 소속 열차가, 스 링 분기기 볼트 
손으로 인한 철기 불 착으로, 탈선되어 탑재

된 황산이 유출된 사고. 문제는 사고  통과 열차
가 이를 감지하고 운 사령에게 무선 연락하여 확
인  조치를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은 신호 리자
의 후속조치 소홀로 탈선 사고 발생 

제사, 
신호기 
리자

신호/
철기 
취

철기 고장, 
사후 

보수조치 
락

철기 불 착 상태에
서 열차 통과. 사고 
 통과 기 사가 

철기 문제  보고, 조
치 요청하 으나 제
사의 지연 조치와 신
호기 리자의 오 단
으로 후속열차 탈선 

C2 M

10
1973-02-21

17:00
일본

오사카부 
셋츠시 
도리카이 
차량기지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분기부)

하행선용 출고선에서 내리막 본선으로 진입하던 열
차가, 작업자의 선로 도포작업 실수(윤활유를 일 
상부까지 도포)하여, 탈선한 사고

장 
작업자

검/보
수

선로보수 
불량 

(곡선부 
일 윤활유 

도포 불량)

윤활유 도포 작업자의 
부실 작업

O1 M

11
1997-01-12

12:30

이태
리

피아첸트 역

부근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곡선부)

역으로부터 1Km 떨어진 강의 다리를 지나 역으로 
진입  R330m 곡선구간에서, 기 사의 방주시 
태만으로 제한 속도를 훨씬 과한 과속으로 탈선
하여 선로변 송  철탑에 부딪치면서 역의 끝 지
에서 200m를 지난 후 정지

기 사 운 취
곡선부 과속 
(제동취  
불량)

기 사 부주의 C3 S

12
2005-04-25

09:18
일본

오사카 
효고  JR 
복지산선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곡선부)

쾌속열차가 R 300 곡선구간(제한속도 70Km)을, 기
사의 규운 으로, 100Km 과속으로 진입하여 

탈선한 후 선로변 아 트와 충돌한 사고
기 사 운 취

곡선부 과속 
(제동취  
불량)

기 사 부주의 O3 V

13
2003-01-31

07:14
호주

워터폴(wate
rfall)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곡선부)

열차 운행  기 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짐. 기 사
가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운  앞으로 쓰러져 데
드맨 스 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 장치 미작동하여 
하구배 곡선 선로에서 열차 탈선  복

기 사 운 취

제동취  
불량 

(기 사 
심장마비)

정기 인 건강검진 미
시행. 안 장비의 설
계상 오류. 차장의 긴

응 지연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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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고일시 국가 장소 사고유형 사고 개요 련자 사고 원인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4
1993-03-28

17:30
한국

경부선 
물 -구포역 

사이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직선부)

력 지 선 매설을 한 굴착공사시 의 없이 무
리한 발 작업으로 선로노반 함몰한 상황에서 여객
열차가 비상제동 하 으나 탈선한 사고

외부 
공사
련자 

검/보
수

(외부공
사 련)

의 없는 
폭  

작업으로 
인한 노반 

침하

무리한 폭  작업

공사 의 미시행
P1 V

15
1999-05-13

09:19
한국

경부선 
평택-성환역 

사이

철도교
통사고

열차탈선

(직선부)

경부선 복복선 철화 공사를 한 공사 시행  
로울러 수송트럭이 유도원없이 환하다가 선로침
범. 여객열차가 트럭을 발견 제동하 으나 충돌
하여 탈선

장 
작업자

검/보
수

(시공업
체 련)

작업차량 
선로지장

장 안 조치 소홀 O1 M

16
1951-04-24

13:42
일본

게이힌 
토후쿠선 

사쿠라 기

철도교
통사고

열차화재

(차량)

작업자의 실수로 단된 선이 목재로 만들어진 
차 차체와 합선되어 화재 발생

장 
작업자

검/보
수 

차선로 
검/보수 
불량 

(작업자가 
실수로 선 

단)

장 작업자의 실수. 
가선 교체작업  작
업자 실수로 스페  
떨어뜨려 가선 단되
어 목재 화차 불 발생

O1 S

17 1996-11-18
국,
랑
스

유로터
철도교
통사고

열차화재

(터 내 
차량)

열차 운행  후방 화물열차에서 담뱃불(추정)로 
인한 화재 발생

미상 N/A
담뱃불에 
의한 실화 
(추정)

담배불에 의한 화물칸 
발화 추정

O1 V

18 2003-02-18 한국 구지하철 
철도교
통사고

열차화재

(지하철 
차량)

구 앙로역에서 인화물질에 의한 차량 내 방화
로 화재 발생. 곧이어 반 편 선로에 열차가 진입
하여 정차한 후 정 으로 운행 불능 화재 

방화범, 
기 사, 

제사
N/A 방화

방화 후, 기 사, 제
사, 역무원 등 총체
인 응 부재 

O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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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
운행
장애

차량
손

[ 도주시 소홀로 제동취  실기]

ㆍOO역 입환기가 유치 6번선에서 소화물차 1량을 인출하여 유치 4번선에 있는 ◇◇행 ◈◈◈호 편성 제○○열차  제◎◎열차를 연
결하여 신선 1번선으로 선하기 하여 유치4번선으로 진입 , 유치되어 있던 제15열차 후부 발 차와 격돌되어 발 차  차 에 
있던 객차의 연결기등이 손된 장애임

ㆍ입환시작  수송원과 기 사가 입환과정에 한 충분한 의를 하 고 한 단행기 차로 유치6번선의 소화물차 1량을 연결하여 440
호 철기까지 인상할 때에 인 선인 유치4번선의 유치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하 음

ㆍ 한 440호 철기에서 유치4번선으로 진입시 기 차 부에 소화물차를 연결하고 추진으로 운행하다가 부의 선로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시를 소홀히 하여 수송원의 긴 한 제  정지신호를 확인하고 제동을 체결하 으나 제동거리가 부족
하여 유치차량과 격돌

운 취
진로확
인 소홀

(입환)

ㆍ기 사

ㆍ부기 사
C3 S

2
운행
장애

규정
반

[출발신호기 순간  오인]

ㆍ모타카가 OO역 △△시△△분 통과하여 제XXXX열차를 피하기 하여 동신호장 부본선에 도착  운 사령이 뒤따라오는 제
XXXX열차에 한 동신호장의 하본선 장내 출발신호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시하 으나 모타카 장비운 원이 정치직  하본
선 신호기를 자기의 신호기로 착각, 정치하지 않고 그 로 진출함으로써 철기를 할출한 장애임

ㆍ운 취 규정 제56조(정지신호의 지시)에 의거 신호기의 시상태가 정지 신호를 시한 때는 그 신호기 지 을 넘어서 운 할 수 없
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운 한 과 동규정 제255조(신호의 주시)에 의해 열차를 운 하는 장비원은 도의 신호를 주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등 운 취 자가 규정을 수하지 않았으며 억측운 에 기인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장비운 원

ㆍ장비운 원
C1 S

3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기 사가 차량상태가 비정상 인 상태임에도 이에 한 조치를 소홀히 함]

ㆍ⊙⊙⊙호 열차 운행  충 기 고장지시등(LSCHB)이 깜박 으나 습성기로 단, 운행을 계속하던  상기지 에서 축 지 압강하
로 정차하여 재기동 불능으로 구원운 을 받은 장애임

ㆍ고장지시등이 깜박 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발생 이 에 충 장치 출력 퓨즈 용손으로 고장지시등이 깜박 으나 기 사가 차량
상태 확인을 결한 채 습성기로 단, 운행을 계속하여 축 지가 방 되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C1 V

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 철기의 개통상태 확인 결여]

ㆍ공사열차 OOO역 3번선에 도착후 화차 11량을 인상선으로 인상하여 1번 화물선에 유치된 차 3량과 연결한 후 유치 2번선으로 유치
하기 해 1번선 북쪽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제101호 추붙은 철기의 진로가 불량한 것을 확인치 않고 입환하여 제101호 철기를 
할출, 할입하여 부로부터 11량째 화차는 1번선 우측으로, 12량째 화차는 2번선 좌측으로 궤도 이탈한 사고임

ㆍ입환작업시에는 입환차량을 움직이기  반드시 계 철기의 개통방향이 정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신호/
철기 
취

철기 
할출,할

입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C3 S

5
운행
장애

규정
반

[기 사의 출발신호기 확인 소홀]

ㆍ  열차 OO역 하부본선(4번선)에 도착하여 착선 기 , 통과본선(3번선)에 다른 열차를 통과시키기 해 출발신호를 시하자 자기 
열차신호로 오인하고 출발하다가 철기를 할출하여 이를 복구하는 동안(◇분) 열차운행에 지장을  장애임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기 사

ㆍ부기 사
C1 S

[부록 2.2-4] 2004~2005년도 국내 일반(고속)철도 인적오류 사건

1. 2004년도 국내 일반(고속)철도 인 오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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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출발신호 시상태에 한 확인 소홀, 열차를 출발하면서도 OO역의 출발 호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출발

6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수송담당 역무원 : 선로 환기 착상태 확인소홀]

[시설 리사무소 : 선로 환기 기능 리 소홀]

[부역장 : 소속직원 지도, 리감독 소홀]

ㆍOOO역을 출발하여 XX역 본선 2번선에 도착한 화물열차가 조성 18량을 인상하여 본선 1번선으로 차입하기 해 약15km/h 속도로 
운행 , 본선 1번선과 신선으로 분기하는 제25호 선로 환기 상에서 최 부 차량 앞,뒤 차가 이탈한 채 약30m 진행하는 과정에서 2
번째 차량 앞 차와 4번째 차량 3 축이 궤도를 이탈한 사고임

ㆍ본선 1번선과 신선으로 분기하는 제25호 선로 환기가 1번선으로 환된 상태는 확인하 으나 텅 일이 기본 일에 착되지 않았음
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추진차입  최 부 차량 앞, 뒤 차가 이선 진입됨

ㆍ제25호 선로 환기는 추의 무게에 의해 완 히 착되지 않고 텅 일이 기본 일에서 약4cm 벌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러 주어야 
완 히 착됨

신호/
철기 
취

철기 
불 착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부역장

ㆍ선임시설 리
장

C2 S

7
운행
장애 장애

[ 기기 차 차선 구분장치내 정차]

[ 기시설물(에어섹션) 설치 치 부 정]

ㆍ 기기 차가 견인운 하는 ⊙⊙⊙ 열차가 OO역 상장내신호기 외방에 기외정차하여 신호 기  견인기 지붕에서 심한 아크가 발생
되며 차선이 단 되고 기동이 정지되어 디젤기 차로 구원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 □분 지연된 사고임

ㆍXXXX년 차선로개량공사시 에어섹션 설치 치가 철 력시설규정에 배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공하여 불안 요인이 잠
재

ㆍ열차 교행으로 기외정차할 때 기기 차 팬터그래 가 에어섹션에 걸치게 정차하는 기 사의 규운

ㆍ 기사무소의 기시설물 유지 리 소홀 책임은 있으나 개량당시 문제 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어는 특정인에 묻기 어려워 불문 조
치

운 취
기타 ㆍ기 사 C3 S

8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작업방법 불량]

[검수불량]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호 열차가 ◇◇선 □□∼△△ 사이를 운행  갑자기 제동이 걸리면서 자연 정차되어 확인한바 
기 차 공기압축기의 안 변 공기배  수부가 손되어 압축공기가 계속 설되어 도운  불가로 단, □□역에서 구원 온 기
차를 연결, 동역을 ◁시간 ◁분 지연출발, XX역에 ▷▷분 지연도착한 장애임

ㆍ공기압축기 안 변 공기배 의 흔들림 방지를 해 취부 에 클램 를 체결하면서 크기가 맞지 않는 클램 를 불안정하게 체결(▽▽
정비창)

ㆍ클램  체결상태 정상여부 확인 소홀(▽▽정비창, ☆☆차량사무소)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정비창 선
임 리장, 차
량 리원

ㆍ▽▽정비창 선
임차량 리장, 
차량 리원

ㆍ☆☆차량사무
소 선임 리
장, 차량 리
원

O1 S

9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잘못 설치된 배수 콕크  보호카바 정비소홀(검수불량)]

[응 조치 과정에서 배수콕크 개방상태 확인 소홀(기 사, 검차승무원)]

ㆍOO발 XX행 ◈◈◈호 열차가 ☆☆선 ◇◇◇역을 통과하던  주공기   제동  압력공기가 격히 떨어져 자동으로 제동이 체결
되어 자연정차하 고 이후 응 조치 과정에서 기 사  검차승무원이 공기 설 개소를 찾지 못한 채 ◇◇◇역으로 퇴행한 뒤 △△
역에서 구원 온 기 차를 고장열차 부에 연결하여 동역을 ◁시간 ▷분 지연출발, XX역에 ◁시간 ▷분 지연 도착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기 사

ㆍ검수승무원

ㆍ검수 계자

C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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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당시 한 (-12℃)와 폭설로 인해 동차 차체 하부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 덩어리가 탈락하면서 제어공기통 수진기 배수콕크를 타격, 개
방시켜 공기 설로 제동이 체결된 것임

ㆍ배수콕크  보호카바를 잘못 설치한 것도 요인 제공(□□차량사무소 1개월 검수의 경우 제어공기통 수진기를 분해 검수한 뒤 배수콕
크 보호카바를 조립시 배수콕크  보호카바를 도면 로 정상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

ㆍ승무원의 배수콕크 확인  차단조치를 못한 잘못도 열차지연을 가 시켰다고 단됨

10
운행
장애

규정
반

[기 사의 순간 인 잡념  제동취  소홀]

ㆍ  열차 OOO역을 진입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후부차장이 차장변을 취 하여 비상정차 한 뒤, OOO역까지 약40m를 퇴행
하여 승객 취  후 발차하 으며 한, △△△△△역 진입시 제동취  소홀로 정차 치를 약8m 진과하여 정차, 퇴행 후 도 운행한 
장애임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O3 S

11
운행
장애

기타

[무임승차 승객의 자동소화설비 우발 으로 작동(주책임)]

[열차운행  발 차 엔진실 출입문을 쇄정하지 않은 열차승무원(부책임)]

ㆍ  열차 OO선 XX역을 운행  조울증이 있는 무임승차 승객이 최후부에 있는 발 차 승무원실에 들어가 자동소화설비 수동스 치를 
우발 으로 작동시켜 발 차 엔진이 정지되어 객실 난방  객실 등이 차단되어 ◇◇역에서 비 발 차로 교체 연결하여 동역을 17
분 늦게 출발

ㆍ분리해 놓은 발 차 승무원 실에 여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  후송 조치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여객 무 O3 V

12
운행
장애

규정
반

[기 사의 순간 인 졸음운 ]

ㆍ  열차 OO역을 정시 발차하여 도운   XX역을 정차하여야 하나 순간 인 졸음으로 인해 정차하지 못하고 통과함에 따라 승객
취 을 하지 못한 장애임

ㆍ정차역을 통과한 것을 인지하 을 때에는 즉시 비상정차하여 운 사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 로 
운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O3 S

13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신호취  불량  호확인 소홀]

ㆍ수송담당 역무원과 입환 의후 17번선의 통근열차 조성분을 연결하여 OO본선을 경유 13번선으로 선하는 과정에서 신호취 자의 
착각으로 제75호 입환신호기의 진로를 유효장이 짧은 XX인상선으로 개통시켰으며 이때, 역무원  기 사가 제75호 입환신호기의 진
로표시기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호한 것으로 임의로 단하고 입환취  유효장이 짧은 XX인상선으로 이선진입하여 차
막이 부근 자갈더미를 돌 하여 기 차 차 1,2 축이 궤도이탈한 장애임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입환)

ㆍ역무 장

ㆍ역무원

ㆍ기 사

O1 S

1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 용선 리소홀]

ㆍOOO역을 출발하여 XX 군 용선 ☆☆부  1번선에 도착후 가지고 온 화차 6량을 해방하고 기 차를 P108호 선로 환기를 경유하여 
2번선으로 선하기 해 약 7km/h의 속도로 이동  108호 선로 환기를 약 15m 지난 지 에서 기 차 후부 차(7,8,9,10  차륜)가 
선로를 기 으로 좌측으로 탈선됨

ㆍ보수불량으로 궤간 확장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시설 장

ㆍ분소장
C3 S

15
운행
장애

기타

[여객지령 확인소홀(수송담당 역무원)]

ㆍOO역을 떠나 XX역에 도착한 ⊙⊙⊙ 열차 여객 무가 출발 검  객차 1량이 부족하게 연결된 것을 발견하고 XX역 운용 장에게 
연락하여 XX역 표3번선에 유치 인 비객차를 연결하여 발차하느라 정시보다 21분 늦게 발차한 장애임

ㆍKROIS로 발행하는 여객지령이 린터 설정 잘못으로 맨 의 " 세객차증결" 항목은 인쇄되었으나 증결 내용이 인쇄되지 않았음
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객차 증결을 하지 않았음

운 취
기타 ㆍ수송담당 역무

원 C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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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6
운행
장애

차량
고장

[6개월 검수 시 운 자경계장치 스 치(DSD) 고정  이상여부 확인 소홀]

ㆍOOO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동열차가 □□□□□에 정차, 승객취  후 출발하던  비상제동이 체결된 후 제동이 풀리지 않
아 계속 운행할 수 없어 승객을 하차시킨 후, 뒤따라 운행하는 동열차를 구원받아 ◇◇차량기지로 회송조치하는 계로 약 45분동
안 동열차 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운 자경계장치 설치과정에서 배선단자를 조일 때 고정  치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조립, 고정시켜 고장일까지 운행(제작결함)

ㆍ6개월 검수시 고장  상태 검을 하지 않아 고정 이 기울어진 것을 정비하지 못하여 동열차가 □□□□□을 출발할 때 운
자경계장치 회로구성이 되지 않아 비상제동이 체결된 것임(검수 소홀)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소 소장

ㆍ차량소 차량
리 장

ㆍ차량소 선임차
량 리장, 차
량 리원

C3 V

17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의 신호 시 상태 확인 소홀]

[부기 사의 안 조치 소홀]

ㆍOOO역을 출발하여 교외선을 거쳐 XX역으로 가는 △△ 열차가 겨울철에는 OOO∼☆☆간에 심한 상구배로 인해 공 상이 자주 발
생함에 따라 기 차를 후부에 연결하여 OOO∼☆☆간을 후부에서 어주고 OOO역으로 되돌아 오던 , 장내신호기가 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장내신호기 내방으로 진입하여 P51A호 선로 환기에서 기 차 차가 탈선

ㆍ기 사는 장내신호기 정지에 따른 ATS 경보가 작동하자 이를 복귀한 뒤, 계신호기도 정지를 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으나, 장
내신호기가 정지인 것을 순간 으로 잊고 감속운 을 하지 않고 장내신호기까지 운행을 하다가 뒤늦게 정지인 것을 확인하고 정차 
조치를 하 으나 미 하여 탈선

ㆍ부기 사는 계신호기  장내신호기가 정지인 것을 확인하 으나 이를 기 사에게 정확히 달하지 못하 고 기 사가 제동취 을 
소홀히 하는것을 경고하지 못하 음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기 사

ㆍ부기 사
C3 S

18
운행
장애

기타

[검수 소홀]

ㆍ  열차 OO 입창을 해 XXX역을 발차하여 운행  ☆☆∼◇◇◇간 연구간을 통과시 기 정지  재기동이 불능, ☆☆역 입환기
로 구원운 을 받은 장애임

ㆍ축 지 성능이 불량한 상태에서 도착 기 사가 축 지 방 상태로 차량을 인계하 으나 XXX사무소 EL일상반에서 차량검수를 하지
않아 축 지를 완  방 시켰고, 다른 기 차에 의한 련기동을 시켰으나 기동정지 후 재기동 가능여부 등 차량  축 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출고, 연구간 통과시 기 정지  축 지 압강하로 기동이 불능된 것임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기 사

ㆍ차량사무소 차
량 리 장 2
명

ㆍ차량사무소 선
임차량 리장, 
차량 리원 

C3 V

19
운행
장애

기타

[검수 소홀]

ㆍOO역을 출발하여 XX역으로 가는 ⊙⊙⊙호 열차를 기 사가 OO역구내 출발선에서 제동시험하던  제동  압력이 과충되고 B7압력
조정밸  부근에서 공기가 계속 설되어 도운행이 불가능하여 구원요청, ☆☆☆역에 기 인 #△△△△열차 견인기 DL7317호를 
고장동차 최 부에 연결하여 OO역을 38분 늦게 출발한 사고임

ㆍ동차 B7 압력조정밸 의 공 밸 부 내부에 이물질이 장기간 퇴 되어 립 치를 취하지 못하고 주공기가 계속 공 되어 과충 상
이 발생되어 일어난 것임

ㆍ약 4개월  1년 검수 당시 정 분해검수를 하 다고 보기 어려움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선임차량 리
장, 차량 리
원

C3 V

20
철도
교통
사고

직무
사상
사고

[차량운행 확인  계진로 확인 소홀]

ㆍOO차량사무소 물품담당사무원(시청각장애)이 16번선에 유치된 화물을 확인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모래야 장 옹벽과 동력차 선로1번
선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던  검수차고로 진입하는 기 차의 면 승강  손잡이에 어깨를 받  늑골 골 (4주)을 당한 사고임

ㆍ차량 리원은 계진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에는 유도 호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동력차에 1인만 승무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신호/
철기 
취

기타
ㆍ차량 리원(
호담당) C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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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 음

21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 운 취  규정 수 불량  억측운 ]

ㆍOO선의 동열차가 운행을 마치고 OO차량기지 외방에서 신호 기로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 후속 동열차가 운행을 마치고 
OO차량기지로 입고하기 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 사의 운 취  불량으로 정차 인 동열차 후부를 추돌, 동차 2량이 탈선
된 사고임

ㆍ선행 동차가 차량기지 외방에 정차하고 있을 때 후속 동차가 2폐색신호에서 15모드가 시되었을 때 즉시 열차를 정차시켜야 하
나 정차하지 않고 열차정보기록장치의 "모니터 고장"이 시, 이를 확인하면서 선행 열차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선행열차는 이미 기지
내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며 억측운 하다가 정차 인 동차를 후부 추돌함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승무사무소 소
장, 선임지도
장, 지도

장

C3 S

22
운행
장애

선로
장애

[차륜공 에 의한 선로마모(기 사의 운 취  소홀)]

ㆍ⊙⊙⊙회송 열차가 OO역을 발차하여 상기지  운행  진동이 심하여 XX역에 통보하 으며  사실을 통보받은 운 사령은 후속 열
차 기 사에게 지시하여 장을 확인한 바, 선로 좌우가 심하게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이후 후속열차에 하여 서행조치하 으며 마
모 일을 교체후 정상운 하 음

ㆍ제▲▲열차(#▲▲열차+#▼▼열차)는 각 ☆☆과 ◇◇에서 시발하여 □□역에서 합병 운행하는 복합 열차로 제 ▼▼열차가 ◇◇역에서 
제동시험  제157호 PMC의 변속기 압력조정변 공기 설로 조치 불가하여 ◇◇∼□□간 후부PMC 기 정지 상태로 운행후 □□역에
서 제▲▲열차(☆☆→OO)와 합병하여 PMC 157호를 최 부 견인기로 OO역까지 정상운행하 으나 OO역에서 △△역으로 회송입고하
기 해 OO역을 20km/h의 속도로 진출하면서 상구배에서 차륜공 이 발생하여 최후부 PMC163호가 과속방지장치(비상공기차단
랫)작동으로 기  정지되어 견인력부족으로 자연 정차되었으며, 최 부 PMC 157호가 기 정지된 상태에서 후부 PMC의 기 정지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 인출하는 과정에서 견인력 부족으로 간 PMC(118+130)가 차륜 공 하여 선로가 마모된 것임

ㆍ열차가 운행  자연정차 하 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상태에 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재차 인출하다가 선로가 마모된 것으로 기 사의 
운 취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단됨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C3 M

23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선로 환기 첨단 착 불량(첨단 착 상태 확인 소홀)]

ㆍ제XXXX열차 OO역 4번선에 도착하여 인상선으로 인상한 뒤 10번선으로 어 넣는 과정에서 앞쪽 화차 4량이 궤도를 이탈함

ㆍ입환 의에 따라 11번선으로 차입하기로 하 으나 10번선에 있던 다른 열차가 ☆☆역으로 출발하자 10번선에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
하여 67호 선로 환기를 11번선 방향→10번선 방향으로 환하 는데 당시 이 내려 첨단사이로 들어가 선로 환기가 완 히 착
되지 않음에 따라 최 부 화차의 앞쪽 차는 11번선 방향으로 진입하 고 후부 차는 10선으로 진입되어 부 차와 후부 차가 서
로 어 나면서 탈선, 이로 인하여 차  화차 3량도 함께 탈선

ㆍ입환작업시 철기를 환한 뒤 첨단 착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신호/
철기 
취

철기
취  불

량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C2 S

24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응 조치 미흡]

ㆍ  열차 OO역에서 ▽분 늦게 출발하여 운행  제어차(PMC191호) 변속기 투입이 되지 않아 XX역 입환기로 구원 충당, 운행하느라 
종착역인 ☆☆역에는 정시보다 ◇분 늦게 도착한 장애임

ㆍ주공기압력스 치(MRPS)가 불량할 경우 주공기압력 바이패스스 치(MRBS)를 취 하 으면 변속기가 정상 으로 투입되었을 것으
로 응 조치에 있어 소홀한 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ㆍ기 사 : 교육을 받았음에도 응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

ㆍ승무차량 리원 : 차량고장 발생시 응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ㆍ승무차량 리
원

O3 M

25 운행 규정 [인 선의 장내신호 시를 자기신호로 오인] 운 취 신호확 ㆍ승무사무소 소 C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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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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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모드

오류

타입

장애 반
ㆍ통일호 회송열차가 OO역을 떠나 XX역으로 진입하기 하여 XX역 신호 기로 장내신호기 외방에 기 , 인 선(☆☆ 상1선)의 장

내신호기에 경계신호가 시되는 것을 자기열차 신호로 오인하고 약20km/h로 진입하다가 선로 환기 2틀을 할출(째고 나감)하여 이
후 선로 환기를 수리하는 동안 수동,수신호 취 함으로써 열차지연을 래한 장애임(▷시간 ◁분)

인 소홀

(SPAD)

장, 지도 장

ㆍ기 사

26
운행
장애

차량
손

[ 동방지 소홀]

ㆍOO역 화물입환기가 화차 9량을 연결하여 추진으로 3번선으로 다가 후부 2량을 돌방한 뒤, 나머지 화차 7량을 OO역 방향으로 인상
하 다가 4번선으로 들어가 유치되어 있던 16량과 연결하여 충기 후 다시 인상을 하던 , 돌방 해 놓은 화차 2량이 굴러 기 차로부
터 3번째 화차 측면에 

ㆍ돌방을 한 뒤에는 차량이 정차될 수 있도록 의의 제동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역무원에게 잘못이 있음

운 취
유치차
량 유동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O3 V

27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선로 보수불량으로 인한 궤간 확장]

ㆍOO역 입환기가 화차 10량을 추진으로 운 하여 센터 3번선으로 진입  222호 선로 환기에서 57m 지 의 이음매 부분에서부터 좌
측 일이 도되어 진행방향으로부터 9, 10량째 화차와 기 차가 선로 내측으로 궤도를 이탈함

ㆍ선로상태가 반 으로 노후  부패(침목 등)되어 스 이크 체결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궤간이 확장된 것임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시설분소 분소
장

ㆍ선임시설 리
장

C3 S

28
운행
장애

차량
손

[경합입환에 따른 작업 의 소홀]

[장 차량 인상시 통취  소홀]

ㆍOO역구내 세척 2번선에 있던 제XXXX열차(◈◈◈) 조성을 출발 2번선으로 인상하던 , 유치 4번선에서 제255열차  제469열차의 
조성(15량)을 연결하여 신세척 3번선으로 인상하던 입환기와 서로 되어 차량이 손된 장애임

ㆍ경합될 지  약50m 방에서 일단 정차하여 계진로  경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를 
잘 하지 않았고, 15량의 장 차량을 인상하면서도 통 제동취 을 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된 것임

신호/
철기 
취

기타

ㆍ수송담당 역무
원 2명

ㆍ기 사

ㆍ부기 사

P3 V

29
운행
장애

규정
반

[제동취  실기]

[출입문 취  소홀]

ㆍ  열차 OO역을 11분 늦게 출발하여 회복운 을 하고자 XX역을 약100km/h 속도로 진입하다가 제동 취 을 실기하여 고상홈 정지
치 약 3량(60m)을 지나 정차하 으며 한, 후부운 실 차장은 고상홈 정지 치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하 으며, 이후 본 열
차 퇴행하여 고상홈 정지 치 합치 후 도운행한 장애임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차장
O3 S

30
운행
장애

기타

[운행  기기 취  부주의]

ㆍOOO역을 발차하여 상기지 의 연구간을 통과하던  비상제동이 체결되며 연구간에 정차, XX역에 있던 근거리 화물열차 견인
기로 구원 운 을 받은 장애임

ㆍ기 사의 진술에 따르면 연구간 방에서 고압회로차단기(MCB)를 차단하는 과정에 신체의 일부가 단독제동변에 되었는지 비
상제동이 체결되었다고 함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O1 S

31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일상검수  정기 검수(3개월)시 확인 소홀]

ㆍ  열차 OO역 정시 발차하여 XXX역 도착  기 차 하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확인한 바, 기 차 좌측 2번째 차륜의 내측 제동
롯드가 손되어 앞쪽부분이 으로 쳐져있어 공구함 이 치로 응 조치 하 으나 불가하여 구원 요구, OO역에 있는 견인기를 
구원 충당하여 XXX역을 약 ◁분 늦게 발차, 도운행하여 종착역인 ☆☆☆역에 ▽분 늦게 도착한 장애임

ㆍ기 차 제동 바의 행거붓싱 마모로 인해 제륜자가 편마모되어 제동시 제륜자가 차륜에 할 때에 제동롯드가 차륜 내측으로 리
면서 장기간 마모되다가 손된 것으로 일상검수  3개월 검수시 손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임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 
선임차량 리
장

ㆍ차량 리 장

C3 V

32
운행
장애

차량
손

[무선입환 불량]

[장 차량에 한 통입환 취  소홀]

ㆍOOO역 구내 14번선에서 구내입환기가 입환차량 21량을 연결하여 인상선으로 인상 후, 16번선으로 최후부 발 차 1량을 차입하는 과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입환)

ㆍ기 사, 수송
담당 역무원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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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정에서 16번선에 유치 이던 제XXXX열차 조성과 격돌하여 발 차 2량의 연결기가 손된 장애임

ㆍ수송담당 역무원 : 무선 호는 수 호의 보조수단으로 하여야 함에도 무선 호에 의존하여 입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통제동
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연결거리에 따른 감속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

ㆍ기 사 : 장 차량을 인상하면서도 통제동을 하지 않은 잘못

33
운행
장애

규정
반

[OO역 열차운용원 : 규]

[XX역, △△역 열차운용원 : 열차감시 소홀]

[기 사  보조기 사 : 신호확인 소홀  지 , 진로확인 소홀]

[운 사령 : 넬감시 소홀]

ㆍ◈◈◈ 열차가 OO역 ◁분 늦게 통과한후 OO역 열차운용원이 XX역으로 ◈◈◈열차 시각 통고시 컨테이  열차로 발차 통고 

ㆍXX역 열차운용원은 컨테이  열차 발차통고를 받고 열차번호인식기에 컨테이  열차 입력후, 열차감시를 통하여 운행열차의 정당함
을 확인하여야 했으나 이를 결함으로써 ◈◈◈ 열차가 컨테이  열차로 열차번호가 바 어 운행되어 여객열차가 승강장이 없는 ◇◇
역 2번선으로 이선진입하여 제3번선으로 선 후 여객취 한 사고임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ㆍOO역 열차운
용원, XX역 
열 차 운용 원 , 
△△역 열차운
용원

ㆍ 제사

ㆍ기 사, 보조
기 사

T1 S

3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무선 호에 의한 입환시 제동취  소홀(기 사)]

[입환차량의 속도와 유치차량과의 연결거리를 감안한 감속조치  긴 정차 조치 소홀(수송담당 역무원)]

ㆍ열차 OOO역 10번선에 도착하여 남부인상선으로 인상한 뒤 추진으로 16번선으로 차입  유치되어 있던 제XXXX열차 조성과 격돌하
여 제XXXX열차 조성 발 차가 탈선되고 객차 4량과 발 차 2량이 일부 손된 장애임

운 취
제동취
 불량

(입환)

ㆍ기 사, 부기
사

ㆍ◇◇승소 지도
장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역무 장

C3 S

35
운행
장애

기타

[객차 1량의 출입문 잠 장치의 일시  오동작]

[출입문 취 시 열림,닫힘 상태 확인소홀]

ㆍ◈◈◈ 열차가 OO역 도착하여 여객취  후 3분 늦게 발차하 고, 운행  OO역에서 2호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하차하지 못한 승
객이 여객 무에게 항의하여 운 사령에 통보, XX역에 임시정차 조치하여 승객 13명을 XX역 역무 장이 동행하여 동열차로 OO역
까지 계승한 장애임

ㆍOO역 도착시 출입문 개방은 3호 객차에서 열차승무원이 취 , 이때 출입문 열림표시등(황색 차측등)이 모두 등

ㆍ여객 무는 4호차와 5호차 사이에 내려 열차감시를 하 고, 차측등은 모두 등, 출입문 열림상태 확인 미흡

ㆍOO역 열차운용 장의 경우 비록 여객의 타고 내림과 열차의 상태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고장 출입문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여객 무와 열차승무원이 있었던 을 감안하여 책임을 묻지 않음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여객 무 C2 S

36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제품결함]

[기 사 응 조치 소홀]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동열차가 △△역에 정차, 승객취 후 출입문을 닫을 때 출입문등(door등)이 등불능으로 역행회로가 
구성되지 않아 승객을 하차시킨 후 뒤따라 운행하는 동열차를 구원받아 ☆☆차량기지로 회송조치하는 계로 약31분 동안 동열
차 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출입문연동스 치 내의 이동 과 몸체간 간섭 상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출입문등이 등되지 않아 역행회로 구성불능으로 견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O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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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인운 이 되지 않은 것임(제품결함)

ㆍ 동차의 출입문등이 등되지 않을 때 출입문비연동스 치(DIRS)를 취 하면 역행회로가 구성되어 자력으로 ☆☆차량기지까지 회송
이 가능하나 기 사가 응 조치를 하면서 출입문비연동스 치(DIRS)를 취 한다는 것이 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바이패스스 치
(LSBS)를 잘 못 취 하여 역행회로가 구성되지 않아 자력으로 회송하지 못한 것임(기 사 응 조치 소홀)

37
운행
장애 장애

[안 수칙 결여]

ㆍOO선 XXXXX역 한  수 지  인터럽트 스 치 불량개선을 해 단 승인에 의거 작업완료 후 한 측 비 원에서 상시 원으로 
체시 XXXXX 주 변 실 수 배 반 A조의 VCB가 트립되어 XXXXX∼△△역사이 정  발생, 신호계통 원공  단으로 열차운

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XXXXX역간 No1 원이 13:00부터 △△변 실 상례차단 작업으로 차단된 상태 으나 XXXXX역 주변 실 부하개폐기 교체작
업 책임자인 ◇◇ 기분소 선임 기장이 XXXXX역 작업후 No2 원 시 비 원이 확보된 것으로 단(확보상태를 확인치 않
고)하고 기사령과 의없이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정에서 XXXXX역 배 반 a조의 VCB트립으로 No2 원이 차단됨으로써 
□□□역 신호계통 원을 차단, 열차운행에 지장을 

검/
보수

차선
로 검
/보수 
불량

ㆍ선임 기장 O1 M

38
운행
장애

선로
장애

[시설 리분소장 : 리감독 소홀]

[선임 리장 : 선로유지보수 소홀]

ㆍ열차가 OO역을 정시통과하여 약90km/h의 속도로 400R (우)곡선부를 운행  약 80m 방 XX역 상장내신호기 부근 일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약간 변형된 것을 발견, 제동취 후 XX역에 정차하여 긴 통보

ㆍ이를 통보 받은 XX역장은 뒤따라오던 열차를 긴  정차시키고 장 출동하여 확인한 바 장내신호기 부근 이음매부 선로 2m30cm 부
분의 일이 약25mm가량 좌측으로 굴곡된 상태 확인, 조치하는 과정에서 50분동안 상하행선으로 단선운 한 장애임

ㆍ시설 리 분소장 : 침목을 연속 으로 교환시 사 에 유간 정정작업을 한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선로정비규칙에의거 해당선로의 책임
자인 선임시설 리장에게 유간 측정 자료를 요구하여 선로의 이상상태를 확인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하 고 작업후 수
축된 이음매부의 유간측정에 한 지시를 결하 음, 리감독 소홀에 한 책임이 있음

ㆍ선임시설 리장 : 선로정비 책임자로서 선로정비규칙에 의거 이음매부분의 유간을 재설정하여야 함에도 유간의 정여부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시 유실된 도상어깨자갈의 높이를 보충하지 않았고 400R 곡선부에 한 유간측정의 기록이  없고 침목교환후 맹유간
으로 발 된 유간을 확인하지 않음, 선로유지 보수 소홀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시설분소장

ㆍ선임시설 리
장

O3 V

39
운행
장애

기타

[기 사의 기기취  미숙]

ㆍOO역 진입  기 이 정지되어 타력으로 운행, 정차후 차량상태를 확인한 바 총 8개의 주기  5개의 주기 이 정지된 상태 으나 
기  재기동과정에서 기 사가 역 간을 방 치에 놓음으로 인해 기동이 안되었고, 견인력이 부족하여 구원운 을 받은 장애임

ㆍ기 사가 주간제어기 핸들을 취 하며 핸들에 취부된 록킹장치를 른채 정지 치로 이동했다가 다시 유 치로 이동함으로 인해 
일부 기 이 정지되었던 것으로 단

ㆍ기 사가 정차후 재기동 과정에서도 역 간을 투입한 상태( 방 치)에서 재기동을 함으로 인해 기동이 불능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ㆍ승무경력 불과 6개월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O1 M

40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유치차량에 한 구름방지 조치 소홀]

ㆍ센터 10번선에 유치되어 있던 벌크화차 16량  후부 4량을 남기고 12량을 인 한 싸이로선으로 어 넣는 과정에서 남겨둔 벌크화차 
4량이 차량한계표지 외방으로 굴러 싸이로선에 추진으로 들어가던 입환차량과 되면서 화차 2량이 탈선한 장애임

운 취
유치차
량 유동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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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41
운행
장애 장애

[확인 소홀]

ㆍOO역 구내 측선 4번선에서 차선 지걸이를 제거하지 않고 단로기를 투입하여 XX∼△△간 차선 단 으로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특 화물( 차) 하화작업을 하기 해 측선 4번선의 차선 단로기를 개방하고 지걸이를 걸어두었다가 작업 종료후 열차를 취 하기 
해 시키는 과정에서 지걸이를 제거하지 않고 단로기를 투입, 지되어 차선이 단 된 것으로 OO역 역무원의 지걸이 확

인 소홀에 기인된 장애임

검/
보수

작업계
획/방법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역무원
O2 S

42
운행
장애

규정
반

[ 규취   운 정보교환 소홀 : 표시제어부 취 자, 역장, 수송담당 역무원]

[구내 배선상태 숙지 소홀 : 기 사]

[선도사령 소홀 : 운 사령]

ㆍOO역을 출발하여 XX역으로 가는 ◈◈◈호 열차가 △△역을 통과할 당시 △△역 표시제어부 취 자가 인 역인 ◇◇◇ 신호원에게 
후속열차인 화물열차가 통과하 다고 잘못 통보하자 ◇◇◇ 운 취 자는 여객열차 운행시간에 화물열차가 운행됨에도 인 역의 운
행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여객열차를 승강장이 없는 본선11번선 장내신호기를 시하 으며 기 사는 본선11번선은 승강장이 
없다는 사실을 순간 으로 실념하여 그 로 진입하여 승강장이 있는 본선12번선으로 선입환한 후 여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함

신호/
철기 
취

기타

ㆍ열차운용 장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역장

ㆍ기 사 2명

T1 S

43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차단작업에 해 감리원  열차운용원 간의 의 소홀]

[장비운 원(시공사 소속)의 방주시 소홀]

ㆍOOO복선 차선로 신설공사와 련하여 XX∼△△역간 선 가설을 한 차단열차( 차선로 작업을 한 기모타카+가설차)가 
XX역을 발차하여 작업지 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 에 끊어져 있는 신설선로로 잘못 취 함에 따라 선로가 끊긴 지 에서 탈선
되었음

ㆍ감리원과 열차운용원간 처음 작업 의시 정상 인 선로(상2선)로 진로를 취 하 으나 감리원이 작업지 으로 가는 선로를 착각하여 
도 에 선로가 끊어져 있는 선로(상1선)로 진로 변경을 요구하여 처음에 취 했던 진로를 취소하고 상1선으로 진로를 변경 

ㆍ운
취

진로확
인 소홀

ㆍ열차운용원 O1 M

44
운행
장애 장애

[ 차선 유지보수 작업 방법 미숙]

[◎◎◎ 개통 기 철설비 유지보수작업 리감독 소홀]

[장애발생징후에 한 처 미숙이 경합되어 발생]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열차가 △△선 ◇◇∼□□□역 사이를 운행 , ◎◎열차 팬터그래 (집 장치)가 라켓을 , 손시
키면서 조가선을 단선시켜 차선에 원공 이 단, 이를 복구하는 △시간 △분동안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 차선 유지보수 작업과정에서 작업방법이 미숙하여 차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를 래한 장직원들의 작업방법 소홀에 1차
인 책임이 있음

ㆍ 기사무소  기본부 간부  직원들이 장직원의 기술능력  경험부족 등 보수자의 취약요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책
임자 견  지원, 문가 합동 작업등의 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더 크다고 단됨

검/
보수

차선
로 검
/보수 
불량

ㆍ 기소장

ㆍ 기분소장

ㆍ 철 장

ㆍ선임 기장 

ㆍXX본부 본부
장 

O1 M

45
운행
장애

규정
반

[장내신호 시상태 확인  방주시 소홀(운 취  방법 불량)]

ㆍ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던 모타카가 XX선 △△역구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장내신호가 시되지 않은 선로로 진입, 선로 환기 
1틀을 째고 들어가 이를 복구하는 ◁시간 ▷분동안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장비운 원 : 신호기 이설에 따른 교육을 받지 못해 신호를 오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운 취 자로서 신호확인은 기본이며 신호기 에 
선별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신호오인의 우려가 없는데도 신호를 오인한 것은 운 취 에 소홀하 다고 단

ㆍ분소장 : 신호기 이설에 따른 교육계획이 있는데도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지 않은 분소장은 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장비운 원

ㆍ시설 분소장
C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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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단됨

46
운행
장애

규정
반

[차량기지내 입고선 운 취 방법 불량-세척  통과시 운 취 차 미 수]

ㆍOO역을 떠나 XX역에 도착한 ◎◎◎ 열차가 △△△△△△ 차량 리단 기지로 입고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없는 자동세척 를 통과
하면서 팬토그래 를 상승시켜 팬토그래 가 차선 가동 라켓트와 , 손된 장애임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XX분소장

ㆍ◎◎◎ ▦▦

ㆍ지도 장

O1 M

47
운행
장애

기타

[OOOO 가설교량 철거작업 계획수립 미흡]

ㆍOOOO 가설교량 철거, 노반돋기  궤도복구작업 과정에서 실제작업시간이 계획시간보다 ◁시간 ▷분 늦게 종료됨에 따라 열차를 ▷
분 지연시킨 장애임

ㆍ동시에 작업이 불가능한 노반돋기와 궤도복구작업이 겹치는 잘못된 계획수립  장공간 소, 지반침하 등에 한 문제 을 사 에 
발굴하여 보완하지 못한 공사안 리 미흡이 이번 작업지연의 원인임

검/
보수

작업계
획/방법 
불량

ㆍ시설기술원 P1 M

48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가 열차를 인상선으로 운 할 때 특수운 스 치 임의 취  등 운 취  불량]

ㆍOO역 2번선에 도착한 동열차가 반복 운행하기 하여 북쪽 인상선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정지 목표에 도착하지 못하고 인상
선 차막이를 돌 , 부 차량 앞바퀴 4개가 자갈무덤 에서 선로를 이탈한 장애임

ㆍ 동열차를 인수받아 정상 인 운 방법으로 인상선을 #3번선으로 선하여야 하나 인상선에 설치된 ATS에 의해 비상정차 후, #3번
선으로 내려오면 열차지연이 우려되어 ATS에 의한 비상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특수운  스 치를 취 하고 인상선으로 올라갔으며 
이후 특수스 치를 취 한 사실을 실념하고 열차정지목표에서 ATS에 의한 비상제동이 체결될 것으로 의존하다가 뒤늦게 차막이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체결하 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막이를 돌 한 사고임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지도 장
O1 V

49
운행
장애

규정
반

[신호기 시상태 확인 소홀(착각)]

[응 조치 소홀]

ㆍOO역을 떠나 XX역까지 가는 회송 동열차가 △△∼◇◇역간을 운행  팬토그래 가 연구간내에 빠져 이를 조치하는 ◁분동안 □
□선 동열차 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선행 동열차가 ◇◇역에 정차함에 따라 연구간 후방의 폐색신호기(하2, 하3)와 하3호 폐색신호기에 한 계신호기가 정지신호
를 시하여 계신호기 앞에 정차하여야 하나 제한 계가 시된 것으로 착각하고 신호기 내방으로 진입하다가 연구간내 정차

ㆍ이후, 재 기동 후 인출하는 과정에서 주공기가 완 히 충기되지 않아 완해가 되지 않은 상태 으나 당황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
차례 견인을 시도함에 따라 열차지연 가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기 사 C1 S

50
운행
장애

선로
장애

[열차운행선 인 공사 작업시 작업방법 불량]

ㆍOO역을 떠나 XXXXX역으로 가는 화물열차가 ▽▽선 △△∼◇◇간을 약 65km/h로 운행  열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작업을 하던 포
크 인을 약250m 방에서 발견하고 제동을 취하 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포크 인 뒷부분이 기 차 면좌측에 , 연
료탱크가 손된 사고임

ㆍ집 호우로 인해 선로변 옹벽  깍기비탈이 유실되어 긴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운 취 자인 △△역 부역장과 작업책임자
인 □□ 시설 리분소장은 하행선으로 3개의 화물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한 후 작업 의를 다시하기로 하고 기하다

ㆍ2개의 화물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하자 작업책임자는 열차가 모두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작업지시를 함

ㆍ결과 으로 작업책임자가 차단작업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보수 작업을 시행하다 사고를 야기시킨 것임

검/
보수

작업계
획/방법 
불량

ㆍ시설소장

ㆍ시설분소장

ㆍ시설 장

T3 V

51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의 출발정지신호 확인 소홀로 제동취  시기 지연]

[역 운 취 자의 열차감시 소홀]

ㆍ화물열차가 약 50km/h의 속도로 OO역 하본선을 진입하던 ,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시되어 있는데도 뒤늦게 제동을 체결하여 
안 측선으로 들어가 기 차 1량  화차 1량 앞바퀴 4개가 탈선된 사고임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승무사무소 소
장, 선임지도
장, 지도

장, 부기 사

ㆍ기 사

C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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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출발신호기 정지에 한 ATS경보를 복귀하고도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  하지 않았고 정차 치 부근에서 순간 인 잡념으로 열차정
차 사실을 망각하고 출발정지신호 확인을 소홀히하는 등 운 취  방법이 불량한데서 기인된 사고

ㆍOO역 부역장

ㆍ◇◇지역본부

ㆍ□□□□실 △
△△△과

52
운행
장애

차량
손

[수송담당 역무원과 기 사간의 유치차량 유무에 한 입환 의 소홀  입환방법 불량]

ㆍOOO역을 출발한 열차가 XX역구내 조성 2번선에 도착하여 연결되어온 소화물차 1량을 구분 5번선으로 인상 후 본선 9번선으로 추진
운  유치된 차량과 격돌, 기 차 제동 , 단독 완해   소화물차의 연결기와 샹크가이즈 등이 탈락 손된 사고임

ㆍ수송담당역무원은 입환 의시 유치선에 유치차량이 있음을 사  기 사에게 통고하지 않았고 입환 호는 기 사가 잘 보이는 치에
서 정확히 시하여야 되며, 정지하라 이외의 입환 호는 계속하여 시하여야 됨에도 이를 결하 음

ㆍ기 사  부기 사의 경우 입환 호는 기 사측에서 잘 보이는 치에서 시토록 요구하여 비상시 즉시 정차할 수 있어야 하나 
도 유치선의 상태확인이 안된상태에서 약 21km/h의 속도로 추진입환하 으며 불확실한 신호, 호  통고는 재확인 후 따라야 하는
데 이를 결하 음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기 사, 부기
사

O2 V

53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검수 시기 지연]

[차량고장 이상징후 수후 원인규명  정 검 미흡]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 열차가 ◇◇선 △△역에 도착할 무렵 맨후부 동차 배기연돌에서 매연이 발생, 동 차량을 기 정
지 시키고 소화기로 진화한 후 동역을 ▽분 지연출발하여 XX역에 ▽분 지연 도착함

ㆍ과 기 트러스트 베어링 손으로 축심이 맞지 않아 임펠라 손등 윤활유 설로 화염 발생

ㆍ  차량은 날 XX∼OO역 구간 운행시 동차 배기연돌에서 매연이 심하게 발생되어 OO역 도착시에 동 사실을 기록 차량사무소 검
수담당자에게 인계하 음

ㆍ과 기의 터빈축 트러스트베어링  부시를 교환하는 2년 검수를 기에 시행하지 않아 부시가 마모되어 유간이 발생되어 고속회
시 베어링이 손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단 
리 장, 기술
1 장

ㆍ차량사무소 차
량 리 장 , 
차량 장

O3 V

54
철도
교통
사고

건
목사
고

[차단열차 이동에 있어 건 목에 한 안 조치를 소홀히 함]

ㆍ  열차가 추진으로 OO역을 발차하여 OO∼XX역사이를 운행  △△건 목 우측에서 좌측으로 트럭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
동을 체결하 으나 미 하여 트럭과 충돌하여 트럭운 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임

ㆍ태풍으로 경계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여 차단열차 운행구간의 건 목에 임시건 목 리원을 배치하지 못하 으나 이를 
모타카 유도자(선임시설 리장)에게 알리지 않아 주의 운 을 유도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신호/
철기 
취

기타 ㆍ시설 리분소
장 T3 V

55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의 착각  억측운 ]

[역무원의 입환취  불량]

ㆍ⊙⊙⊙ 열차가 OO역 2번선 도착후 기 차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려붙이고 발차, 지정선인 화물1번선으로 추진 차입하는 과정에서 
기 사와 역무원간 억측운 과 입환취  불량에 기인하여 최 부 객차 1량이 자갈덮이를 돌차하면서 부 차가 궤도이탈한 장애임

ㆍ기 사는 당시 객차가 5량임에도 4량으로 착각한채 직원등의 통행편의를 해 기 차를 구내 건 목을 지나 정차할 생각으로 운 취
을 하 으며 역무원의 무선 호가 일시 으로 끊겨 기 사에게 무선 호가 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구내 건 목을 지나 정

차하면 되겠지라는 임의 단 운 함으로써 역무원의 정차신호를 듣고도 정차하지 못함

ㆍ역무원의 경우 무선 화를 사용하여 입환할 때는 역무원은 입환착수  계자간 사용채  지정  청취감도시험 호 치등 무선입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기 사

ㆍ부기 사

O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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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환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수 호를 병행하도록 하 으나 무선 화기로만 호를 하 음

56
운행
장애

기타

[기 사의 운 취  소홀  응 조치 미숙]

ㆍOOOO역을 떠나 XX역까지 운행하는 동열차가 △△△△△역을 근  원공 이 순간 단( 차선 단 )되고 기동이 정지되어 
△△△△△역까지 타력으로 운행

ㆍ이후 차선 되어 재기동하 으나 출력이 나지 않아 ◇◇◇역까지 하구배를 타력 운행하면서 주회로차단기(MCB)를 수회 투입하
지만 동일 상 계속 발생함, 이에 ◇◇◇역에 도착하여 최 기동방법(팬터그래  하강, 제동변 핸들취거, 10 후 재기동)으로 기동

하여 정상 운행하느라 12분 지연된 장애임

ㆍ지하철공사 구간(DC) 차선 순간단 으로 동차에 이상 압 유입, 차량의 회로보호장치가 작동하여 역행회로가 구성되지 않는 상
태에서 운 이 불가능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지 않고 정거장간을 임의로 타력으로 운행하는등 운 취 을 소홀히 하고 기기취
이 미숙하여 열차지연을 가 시켰음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O1 V

57
운행
장애 장애

[시설물 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함]

ㆍOO선 춘계종합 보수작업을 마치고 단 된 △△SP∼☆☆SS 구간에 한 차선 원 투입시 트립이 발생, 장애개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는 동안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터  라켓트 연  피복 손상으로 인한 연 괴

ㆍ터  라켓트에 한 검, 보수작업을 하 음에도 터  라켓트 연 의 피복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장애가 발생

검/
보수

차선
로 검
/보수 
불량

ㆍ선임 기장 C2 S

58
운행
장애

규정
반

[ 차선 작업을 해 원공 을 단한 구간에 ▷▷열차 운행]

ㆍOO선 ☆☆ ∼ XX간 차선 작업을 해 ☆☆SP∼△△△△SS간 상,하선 차선에 원공 이 단된 상태에서

ㆍ☆☆역 운 취 자가 운 사령의 승인을 받지않고 차선 이블 속작업을 하고 있는 차단구간에 ◎◎◎를 진입시켰고

ㆍ◎◎◎ ▦▦은 원이 단된다는 사실을 당일 승무 에 확인하 음에도 ☆☆역 운 취 자의 출발 무선 호를 통보받고 차선 단
 사실을 실념한채 차단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 으며

ㆍ운 사령은 차선 단 구간에 열차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임

ㆍ  ◎◎◎▦▦이 단 작업 임을 인지하고 XX역까지 타력으로 운행한 후 차선 을 재개하여 △△△△까지 도 운 한 장애
임

운 취
기타

ㆍXX역 부역장, 
수송담당 역무
원, 열차운용
원

ㆍ◎◎◎ ▦▦

ㆍ☆☆지역 사원

ㆍ☆☆역 열차운
용 장, 수송
담당역무원

O1 S

59
철도
교통
사고

사상
사고

[선로보수작업 시행시 운 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정시간 이 에 ▷▷열차 운행선으로 들어가 비작업 시행(기본 안 수칙 미
수)]

ㆍO월O일 XX:XX경 △△발 ◇◇행 ◎◎◎가 ◁◁선 □□∼▽▽사이를 운행  후부 동력차의 화재감지장치가 동작되어 비상정차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한 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역까지 운행후 비상 기 인 차량에 승객 744명을 옮겨 태운 후 37분 늦게 출발
(00:07)

ㆍ이후 O월 ⊙일 OO시 27분경 ▷▷선 ▲▲▲▲역 구내를 약300km/h로 통과  상행선 선로 내에서 작업 비 인던 작업인부를 , 
장 사망한 사고임

ㆍO월 O일 23:50경 작업책임자외 작업원 7명이 ▲▲▲▲역 구내에 도착, 운 명령상 승인된 작업계획은 O월⊙일 00:30∼04:50이었으나 
00:02경 상행열차가 통과하자 작업책임자가 ▷▷ 마지막 상행 열차가 통과한것으로 착각하고 작업원들에게 작업지 으로 장비 이동을 
지시

검/
보수

작업계
획/방법 
불량

ㆍ시설 리원 2
명, 시설 장,
기술과장, 소
장

ㆍ시설사업 철도
시설과장

ㆍ시설 분소장

O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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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60
운행
장애

규정
반

[정차역 실념으로 제동취  지연]

ㆍOO역 진입  정차역인 것을 순간 으로 실념하고 통과하다가 뒤늦게 정차역인 것을 알고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정차, 퇴행운  후 승
객취 을 하고 장을 ◇분 늦게 발차한 장애임

ㆍ약22시간의 휴양시간이 있었으며 OO역 구내 상홈 방 약70m지 에서 비상제동을 체결하 음

ㆍ정지 치를 실당한 것으로 볼때 정차역 취 시 지 확인 환호응답을 소홀히 하여 정차역에 한 운 취 을 실념하 고, 운 취 규
정 제370조 4항을 규하여 열차정지 목표에 한 합치정차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O3 S

61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열차운용원 : 본선 지장입환작업  입환 계자와 의 없이 선로 환기를 환시켜 할출, 할입]

[수송원, 기 사 : 입환작업시 진로확인 소홀]

ㆍ화물열차가 OO역에서 선입환하는 과정에서 맨앞 기 차가 21호 선로 환기 첨단을 째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앞바퀴 2개가 탈선
한 사고임

ㆍ열차운용원이 본선지장 입환을 하는 과정에서 입환 계자와 의 없이 선로 환기를 환시켜 할출, 할입되었으며 수송원  기 사
의 진로확인 소홀 한 사고를 야기시킨 원인임

신호/
철기 
취

ㆍ 철
기 할출
할입

ㆍ열차운용원

ㆍ수송담당 역무
원, 부역장, 역
장

ㆍ기 사, 부기
사

O1 V

62
운행
장애

규정
반

[운 취 자의 신호 오취 ]

[기 사의 진로확인 소홀]

ㆍ  열차 OO역 구내 1번선으로 진입하여야 하나 OO역 운 취 자가 동열차를 화물열차로 착각, 장내신호기를 삼각선으로 오취 하
고, 기 사도 진로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그 로 진입하여 동열차가 삼각선을 경유, XXX역까지 운행한 후 운 실을 바꿔 

△△△역까지 운행하느라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열차운용원이 당시 OO역구내에 진입 인 다른 열차에 한 운 취 과 차량상태가 불량한 동열차의 기교체와 련, 운 사령과 통
화를 하느라 열차를 잠시 실념하 다고 함

ㆍ기 사는 장내신호기의 진로가 삼각선으로 잘못 시되었음에도 이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열차가 이선으로 진입  한 잘못이 있
음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입환)

ㆍ열차운용원

ㆍ기 사 : ◇◇
◇◇◇◇◇에 
이첩

O1 S

63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각종 검수시 확인 검 소홀]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는 ◎◎◎가 OO역에서 출발 기  맨 앞 동력차 차체하부에 있는 ATC커버가 탈락된 것을 발견, 인 선
에 기 인 비상 기차량으로 교체 후 동 역을 ▷분 늦게 출발하여 XX역에 ◁분 지연 도착함

ㆍ사고발생 일 동력차 워터펌 가 불량하여 ATC 커버를 개방, 워터펌 를 교환한 후 커버를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나비식 볼트(5개)
를 제 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단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불량

ㆍ차량 리원 O2 S

6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운 취  소홀]

[무선입환취  불량]

ㆍ화물열차 OOO역 구내 황하1번선에 유개화차 11량을 유치시키기 해 남부인상선에서 추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후부의 선로 환기
를 할출,할입하여 화차 2량이 탈선된 장애임

ㆍ기 사 : OOO역구내 황하1번선에 화차를 유치시키기 해 남부인상선에서 추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수송담당 역무원의 무선 호가 
끊어졌으나 즉시 정차하여 사유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 왔겠지하며 진입을 계속하여 후부의 선로 환기를 할출

ㆍ수송담당 역무원 : 추진으로 진입 이던 차량이 정차하자 후부의 화차가 선로 환기를 할출한 상태 음에도 차량의 상태등을 확인하
지 않은 채 퇴거 호를 함으로 인해 입환차량이 이동되며 후부화차 2량이 할입하여 탈선된 것임

운 취 진로확
인 소홀

(입환)

ㆍ수송담당 역무
원

ㆍ기 사
C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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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65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과충기시 조치를 소홀히 함]

[차량연결 과정에서 공기호스의 연결상태 확인 소홀]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호 열차가 △△선 ◇◇◇∼□□역 사이를 운행  출력이 나지 않아 □□역에 27분 지연도착, ◇
◇◇역에서 구원 온 디젤기 차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풀리지 않아 수동으로 제동을 풀은 후 동역을 ▽시간 ▽분 지연 출발, 
XX역에 ▽시간 ▽분 지연 도착함

ㆍ열차운용원 : 구원기 연결시 공기호스를 잘 못 연결함에 따라 과충기로 인한 제동완해불량 요인을 제공한 잘 못이 있음

ㆍ차량 리원 : 열차운용원과 함께 구원기를 연결할 때 공기호스 연결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운 실로 돌아와 공기 압력계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공기호스가 잘 못 연결된 것을 알았으며 결과 으로 공기호스 연결시 공기호스 잘 못 연결  완해조치 소홀로 열차지
연을 가 시킨 잘 못이 있음

ㆍ기 사 : 구원기 연결시 보조기 사를 장에 견시켜 공기호스 연결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ㆍ보조기 사 : 차량 연결과정을 입회하 으나 연결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음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열차운용원

ㆍ기 사 2명

O1 S

66
운행
장애

차량
고장

[ 동열차 제동변 하부 가스켓 돌출로 인한 공기 설]

[차장과 기 사간의 운 정보교환  운 의가 미흡]

ㆍ 동열차 OO역에 도착하여 후부운 실 제동변 하부에서 공기 설로 기 사가 응 조치하는 동안 열차운행이 지연

ㆍ응 조치 후 승무원(차장, 기 사)간의 운 정보 교환  운 의 미숙으로 열차지연이 가 된 장애임

ㆍ차장 : 장애발생후 조치과정에서 기 사와 의하여 운 사령의 지시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단, 여객을 하차시켰으며 
한, 운 실의 공기 설음으로 인해 무 기  차내 화기의 통화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에는 휴 무 기나 휴 화 는 직  말

로써 도운행에 한 운 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됨

ㆍ기 사 : 장애 발생후 조치과정에서 차장에게 도운행이 불가할 것으로 통보하 다가 이후 운  가능하게 되었을 때 후부 차장에게 
직  통보하 다고 하나 차장은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결과 으로 장애발생 후 운 정보교환  운 의가 미흡하 던 것으로 단
됨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차장

ㆍ기 사
T2 M

67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차량 리원의 차량검수 소홀]

[기 사의 고장조치 소홀]

ㆍOO역을 떠나 XXX역을 가던 ⊙⊙⊙열차가 △△선 ◇◇∼□□역 사이를 운행  견인기의 기동이 정지되어 재기동 시킨 후 인출을 시
도하 으나 견인회로 차단  기동정지 상으로 도운  불능하여 구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열차가 ▽시간 지연된 장애임

ㆍ차량 리원 : 정기검수(2D)를 시행함에 있어서 운 실 모니터 운행  불량내역 확인시 체 고장목록은 조회를 결하여 충 기불량을 
발견치 못한것은 정기검수를 소홀히하 다고 단

ㆍ☆☆기 차승무사무소 기 사 : 출고 검  운행  "고장"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청취하고 고장내역 조회시 " 략 30분이상 운 가능"
이라는 문구만 믿고 운   열차가 정상운행되므로 습성기라고 임의 단하고 한 고장 치를 하지 않음

ㆍ▽▽기 차승무사무소 기 사 : 동력차고장을 인계받고도 상세 고장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운 하여 배터리 과방 으로 기동이 
정지되었고 주차제동 완해취 을 결하고 운 하여 제동디스크 패드 소손  차량고장시 도우미 역할을 하는 Bell 의 지시를 받지 않
음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승소 기
사

ㆍ☆☆기승소 기
사, ☆☆차 

차량 리원

O3 V

68 운행 차량 [1차원인 : 부품 불량] 검/ 차량 ㆍ차량 리 장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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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장애 고장

[검수 계자의 검 소홀]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는 ◈◈◈ 열차가 운행  ◇◇선 △△역 구내에서 맨 앞 동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 차내 소화기로 소화
후 출발하던  재차 연기가 발생되어 도  정차, △△역으로 되돌아와 고장차량을 떼어낸 후 구원기 차를 부에 연결, 동역을 ◁시
간 ▷분 늦게 출발하여 XX역에 ▽시간 ▽분 지연 도착함

ㆍ2차감속기 베어링 불량 : 베벨기어내 볼베어링 아웃 이스가 손되면서 베어링의 볼정렬이 흐트러지고 유간이 생겨 입력측 베벨기어
가 유동되어 베벨기어의 치합이 불량한 상태에서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할 때 베벨기어 몸체가 감속기 하우징과 되면서 진동이 
가 되어 베어링등에 손상과 마모가 계속되면서 발열, 기어회 시 분사된 윤활유가 고열에 타면서 매연이 발생

ㆍ베어링이 소손되어 발열 단계에 이르기 이 에 이상징후가 발생되었음에도 이에 한 검을 소홀히 하 고 이상징후를 알고 있으면
서 고장원인 규명을 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본선 열차운행에 충당하여 도 고장 발생으로 열차지연을 래

보수
검/보수 
소홀

ㆍ선임차량 리
원

69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유치화차 연결시 입환작업 방법 불량]

ㆍ소화물 열차가 OO역 하부본선에 도착, 7번선으로 선후 기 차를 분리시켜 8번선의 유치화차 3량을 7번선의 본 조성에 연결하는 입
환과정에서 유치화차와 격돌하여 기 차로부터 4량째 화차 앞 차 바퀴 2개  8량째 화차 후 차 바퀴 4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임

ㆍ입환작업시 유도 호를 소홀히 하여 이번 사고의 직 인 요인을 제공한 수송담당 역무원과 입환차량을 운 하면서 유류차량과의 
연결거리등을 감안한 제동취 을 소홀히 한 기 사에게 책임이 있음

ㆍ이번 사고발생시 자체복구를 하다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차량복구 지연을 가 한 부역장에게도 책임 있음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ㆍ부역장

ㆍ기 사

ㆍ수송담당 역무
원 2명

O2 V

70
운행
장애

기타

[부기 사의 기기취 소홀]

ㆍOO역을 떠나 XXX역을 가던 ⊙⊙⊙ 열차가 △△선 ◇◇역 진입  비상제동이 체결된 후 완해되지 않아 □□역에 출고 인 기 차를 
구원받아 운 하는 계로 당 역을 ◁분 늦게 출발한 장애임

ㆍ열차정지 치를 확인하기 하여 측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 고 후부를 확인하던 부기 사의 무의식 인 몸동작이 측창문 의 보조
주간제어기를 비상 치로 회 시켜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으며, 기 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복귀하지 못한 것이 원인임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O1 S

71
운행
장애

규정
반

[열차운행상황 확인  진로취  소홀]

[차내신호 확인 소홀]

ㆍ◎◎◎열차가 △△역 구내로 진입  정상진로가 아닌 다른 진로로 개통되어 있어 비상정차, 열차를 장내신호기 외방으로 이동시킨 후 
선로 환기를 환, 동열차를 부본선에 도착시켜 여객취 을 하는 계로 동역을 ▷분 지연출발하여 XX역에 ▷분 지연 도착함

ㆍ△△CTC사령시스템 기능 정지로 △△LCP에서 비상로칼로 열차를 취 하는 과정에서 △△LCP사령자가 열차번호를 착각하고 진로를 
잘못 설정하 고 ◎◎◎▦▦이 정차열차에 한 차내신호 시상태 확인을 소홀히하여 발생된 장애임

신호/
철기 
취

신호취
 불량 ㆍ◎◎◎▦▦

ㆍ사령주무
O1 S

72
운행
장애

신호
장애

[기계실 단자회선 오취 ]

[작업 후 확인 검 소홀]

ㆍOOO역 하3선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  진로가 정상 으로 시된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 으나 P58A/B 선로 환기를 지나면서 상3
선으로 이선진입하는 것을 기 사가 인지, 비상정차후 운 사령의 지시를 받아 반 선(상3선)을 운행한 장애임

ㆍ보수담당자는 선로 환기 제어회선에 한 연 항측정 작업과정에서 선로 환기의 표시  제어단자 회선에 한 취 을 소홀히 
하 고 복구작업 완료후 열차운용 장과의 선로 환기 기능상태 확인 작업을 소홀히하여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철도신호규정 제5조
(보수작업 시행후의 확인)를 규함

ㆍ열차운용 장은 운 취 시 선로 환기의 불일치 장애 복구후 보수담당자와 합동으로 선로 환기의 정상기능 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검/
보수

신호 
검/보수 
불량

ㆍ열차운용 장
(역장)

ㆍ보수담당자(선
임 기장)

O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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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정상 인 열차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실에서만 선로 환기에 한 환시험(4회)을 시
행, 선로 환기의 제어  표시회선 특성에 따라 선로 환기의 개통방향이 바 었고 이후 열차를 취 함으로써 상3선으로 이선 진입
 한 잘못이 있음

73
운행
장애

규정
반

[기 사의 순간 인 졸음운 으로 정차역 통과]

ㆍ기 사가 OO선 XX역을 발차하여 △△역에 근  정차역 취 을 해  제동을 체결한 상태에서 순간 인 졸음운 으로 승강장
을 약2량 정도 벗어난 치에 정차

ㆍ졸음상태에서, 정차한 것이 발차과정에서 본인이 제동취 을 잘못하여 역간에 정차한 것으로 착각하여 제동을 완해 후 발차

ㆍ발차 후 운 실 제어 에 있는 정차역 통과방지 경보장치의 경고등(등황색)이 등된 것을 보고 정차역 취 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 으나 고상 홈으로부터 이미 상당거리를 벗어났을 것이라고 임의 단

ㆍ정차하지 않고 도운 을 계속함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O3 S

74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의 기기취  소홀]

ㆍOO역을 떠나 XX역으로 가던 ◎◎◎ 회송열차가 기존선 구간인 △△역구내를 진입하던  ATC/ATS 신호장치가 자동 환되지 않아 
비상 제동이 체결

ㆍ이후, 응 조치하는 과정에서 비상제동이 반복 체결되어 지연운행한 장애임

ㆍATS 자동 환불능으로 비상제동 체결시 ATC 수동 환스 치를 취 하여 비상제동 반복 체결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 O1 M

75
운행
장애

차량
손

[기 사의 제동취  소홀]

ㆍOO역 구내 출발 8번선에 유치된 조성객차에 7000 형 기 차를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후사경
이 잘 보이지 않아 기 사의 제동취  시기가 늦어 유치차량과 격돌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C2 S

76
철도
교통
사고

사상
사고

[작업방법 불량  열차 피 지연]

ㆍOO역 구내 P21A/B호간 일교환 차단작업 장에 선임 기장외 1명은 P21B호 크로싱부에서 본드선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순직자는 
3번선과 인 한 P21A호 크로싱부에서 본드선 철거작업을 시행하던  XX발 △△행 ⊙⊙⊙호 열차에  두부 열로 장 사망함

ㆍ건 선 마모 일 교환시 양쪽선로 사용 지 미조치후 작업시행

검/
보수

작업계
획/방법 
불량

ㆍ시설 리장

ㆍ선임 기장
P2 V

77
운행
장애

신호
장애

[보수자 조치방법 미숙]

ㆍ◎◎선 사령시스템과 연동장치 사이 송수신 정보장치 통신장애

ㆍ◎◎선 OO∼XX간 상,하행선의 차상신호 송수신 정보장치에 장애가 발생, 이를 복구하는 동안 ◎◎열차 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ㆍ보수자가 연동장치(SSI1)를 재부 할 때 유지보수컴퓨터(TT)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은채 원을 OFF시켜 안 장치가 동작(퓨즈 용
단), 정상복구되지 않은 것임

검/
보수

신호 
검/보수 
불량

ㆍ 기분소장 O1 M

78
운행
장애

열차
방해

[여객 무가 발 차 출입문을 쇄정하지 않아 난동자가 발 실로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

⊙⊙⊙호가 운행  8호객차에 승차한 여객(정신질환자)이 발 차 화물실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 소화설비와 자변을 손시킴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여객 무 O3 V

79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의 운  실념으로 신호모진  운 취  방법 불량]

ㆍ기 사가 출고선(#14번선)에 기  차량기지 신호취 자로부터 #14번선 입환신호기 방에서 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동

운 취
신호확
인 소홀

(SPAD)

ㆍ기 사 C3 S



- 355 -

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순간 인 실념으로 입환신호기 모진  방의 선로 환기를 할출 한 채 진행

ㆍ진행하다가 #17번선으로 입고 인 동열차 발견하고 비상 정차

ㆍ입고열차가 계속하여 근하고 있는 것으로 단, 열차 충돌을 우려하여 한 마음에 선로 환기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차
량기지 신호취 자와 의 없이 임의로 퇴행

ㆍ할출 한 선로 환기를 다시 할입하며 2량째 객차 탈선

80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차량 리원( 호담당)이 차량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선로 환기를 도  환]

ㆍOO차량사무소 구내 일상 1번선에서 연료 주입후 연료3번선 신검수차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리원( 호담당)이 추붙은 선로
환기를 도  환하여 기 차 후부 차가 선로 좌측으로 탈선된 장애임

신호/
철기 
취

철기
취  불

량

ㆍ차량 리원(
호담당) O1 M

81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온도조 기(써머스타트) 불량]

ㆍ통근열차가 OO∼XX간 운행  과열표시등이 등되어 XX역 도착 수동복귀한 후 14분 늦게 출발

ㆍ△△역 출발 상구배 운  유압표시등 등  변속기 등이 소등되면서 부하가 상승되지않아 도운  불능으로 단 구원요구

ㆍ종착역인 ◇◇역에 ▷분 늦게 도착함

ㆍ온도조 기(써머스타트) 불량으로 고온의 냉각수가 재차 기 으로 유입되어 기  과열로 기  정지

ㆍ□□차량분소 차량 리 장은 검수사령의 비차 교체지시를 받고 이행치 않음

ㆍ▽▽차량사무소 기술원은 검수사령의 교체지시를 받고 인수인계에 통보하 으나 정기검수 계로 교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검
수사령과 의를 하여야 하나 임의로 단, 동차를 교체하지 않음

ㆍ□□차량분소 차량 리원은 기 사로부터 #2번 엔진이 정지되어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차량사무소에서 교체하라고 
한바, 당연히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는 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 장

ㆍ차량 리원

ㆍ기술원

O3 V

82
운행
장애

신호
장애

[선로 환기 보수ㆍ 검 소홀]

ㆍ장애가 발생한 P61A/B 선로 환기는 □□ 상1,2선에서 OO역 구내 #8∼#23번 선로로 집입하기 한 DSS분기 형태의 선로 환기로 
기억쇠에 연결된 첨단간 상호간의 간격이 최  체결시에는 28mm 으나 열차운행에 따른 진동 등으로 인해 텅 일  히루부가 약 
10mm 려나면서 첨단간 간격이 18mm로 좁 진 상태에서 죠핀의 회 으로 분할 핀의 꼬리부분이 인  첨단간에 되어 궤도가 
유된 것임

ㆍ당일 아침 선임 기장외 2명이  장소에 한 검을 시행하 으나 확인 검을 소홀히 하여 장애발생을 사 에 방하지 못한 것임

검/
보수

신호 
검/보수 
불량

ㆍ선임 기장 C2 M

83
운행
장애

기타

[ATS 동작시 기 사의 복귀방법 불량  응 조치 소홀]

ㆍOO역을 떠나 XXXXX역으로 가던 동열차가 △△역을 출발하여 운행  자동열차정지장치(ATS) 동작으로 정차, 이를 복귀하는 과
정에서 타그래  하강되어 응  조치하던  이를 기다리지 못한 일부 승객이 객실 출입문 비상록크를 임의로 개방하고 하차하여, 
출입문 비상콕크를 정상으로 복귀조치하고 운행하느라 동열차 운행을 약25분 동안 지장함

ㆍ운행  ATS 경보시 제동변 핸들을 67도 이상 치로 체결하여야 하나, 잘못 취 하여 비상제동 체결

ㆍ비상정차 후 당황하여 pan 하강된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응 조치 지연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기 사 O1 S

8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보조수송원이 잡념으로 선로 환 취 을 하지 않음]

[기 사는 자기의 정당한 진로를 확인하지 않음]

ㆍOO선 XX역 구내 9번선에 도착한 열차가 객차를 세척하면서 신창 1번선으로 인상  56호 선로 환기를 할출, 할입하면서 발 차와 
객차 1량이 궤도 이탈한 사고임

신호/
철기 
취

철기
취  불

량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승무사무소 지
도 장

ㆍ수송담당 역무

O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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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원 3명

ㆍ열차운용 장

85
운행
장애

선로
장애

[시공업체의 작업방법 불량]

[선로순회 검 소홀]

ㆍ⊙⊙⊙열차가 OO선 XXX∼△△역 사이에서 도 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시되어 약15km/h의 속도로 운행하던  기 차 하부에
서 이상음이 발생되어 비상정차 후 장상태를 확인한 바, 좌측 일 이음매부가 벌어져(약200mm) 있어 응 복구 후 운행하는 계로 
열차운행을 지장함

ㆍ장 일 교환후 이음매부 용  미시행 개소에 양쪽 일을 연결고정시키는 이음매 의 고정볼트를 체결하지 않음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시설분소 분소
장

ㆍ선임시설 리
원

O2 S

86
운행
장애

규정
반

[기 사가 순간 인 실념으로 정차역 통과]

[차장이 이례상황 발생시 응 조치 소홀]

ㆍ당일 OO역 구내에서 발생한 사상사고의 향으로 열차운 이 반 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ㆍ기 사가 회복운 을 해 서두르다 XX역이 정차역임을 잠시 실념한 채 통과한 후 차장의 비상부  소리를 듣고 비상 정차

ㆍ후부 운 실의 차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 으나 차장변 취  등 응 조치가 소홀하여 정차
치로부터 약614m 지난 지 에 정차

ㆍ이후 퇴행하려고 하 으나 후속열차가 이미 XX역으로 근하여 퇴행하지 못하고 정차 역을 통과하게 됨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차장
O3 S

87
운행
장애

규정
반

[순간 인 잡념에 의한 출입문 취  소홀]

ㆍ열차가 OOO역에 도착하여 출입문 취 시 차장이 반 편 출입문을 취 한 후 발차 호를 하 고, 발차 후 약 220m를 운행  객실 승
객의 항의로 비상 정차하 고 이후 운  사령의 승인을 받아 퇴행한 후 여객 취 한 장애임

운 취
기기취
/응

조치 소
홀

ㆍ차장 O1 S

88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검수 련자의 사업검수 소홀]

[행정담당자의 정기검수(6개월 검수) 회기지연 차량에 한 리 소홀]

ㆍ◈◈◈ 열차가 OO선 XX∼△△역 사이를 120 km/h로 운행하던 , 객실 등  부동력차 조등이 소등되어 ◇◇역에서 구원 온 
기 차를 부에 연결, 운행하는 계로 ◇◇역을 ▷분 지연출발, □□역에 ▽분 지연 도착

ㆍ연장 기(ESK)  보조 기 소손 : 단자부 간극사이에 이물 개입으로 쇼트되면서 소손된 것으로 단됨

ㆍ사업검수시 기능상태만 확인하고 단자부 청소는 하지 않음

ㆍ정기검수(6개월검수) 약 ○km 지연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차
량 검수담당
자)

ㆍ▽▽차량 장, 
▽▽ 제 
장, ▽▽본부 
사원, ☆☆본
부 사원 2명

O3 V

89
운행
장애

신호
장애

[선로 환기 클러치 작동 불량]

[장애발생 후 선로 환기 수동취  불량]

[복구조치시 조치 소홀]

ㆍOOO역 구내 선로 환기에 불일치 장애가 발생, 상2선 출발신호기  하2선 장내신호기의 취 이 불가하여 수동 수신호 취  후 복
구하는 동안(▷▷분간)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임

신호/
철기 
취

철기
취  불

량

ㆍ선임 기장(보
수담당자)

ㆍ역무원(신호담
당)

O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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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건유형 사건 내용 사건 원인 련자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장애 발생후 조치과정에서 장에 출동한 신호원이 수동핸들을 삽입 후 완 히 회 시키지 않아 불일치 장애가 해소되지 않았고

ㆍ보수담당자는 신호원이 수동핸들을 삽입시켜 놓은 것을 보고 쇄정자의 상태는 정상 일 것이라 임의 단, 쇄정자에 한 확인을 소홀
히 한 채 선로 환기 내부의 착검지기 등 다른 기기들을 검하다가 뒤늦게 쇄정자의 상태를 발견하고 조치함으로 인해 조치가 지
연되었음

90
운행
장애

규정
반

[기 사의 순간 인 실념으로 정지 치 지나 정차]

ㆍOO역에 진입하면서 기 사가 순간 으로 실념하여 방 250m의 상 홈에 설치된 일반열차의 정지목표를 정상 인 동열차의 정지
목표로 착각

ㆍ정차 역에 한 제동취 을 지연하여 후부 운 실의 차장이 정차 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단, 차장변을 취 하여 비상 정차

ㆍ이후 운 사령의 승인을 받아 퇴행 운 하여 여객 취

운 취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차장
C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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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
운행
장애 고장

[ 기시설물 유지보수 소홀]
ㆍ 제사가 맵보드( 기배 반) 감시  OOOSS∼△△△SSP간 차선 트
립이 발생하여 구간별 으로 확인한 바, OOOSS∼□□□SSP구간이 불량
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여객열차 O개가 각각 OO∼OO분 
지연된 장애
ㆍ산골터 내를 장기간에 걸친 디젤차 운행으로 배출된 배기가스가 라켓의 
연 에 도포된 연구리스에 흡착되어 연 항이 불량해진 상태에서 장마

철 연일 내린 비로 다습한 공기가 터 내부에 유입되어 연 의 연이 괴
되며, 차선 고압이 연  표면을 통하여 터 벽으로 지락된 때 라켓이 
소손되고 차선이 단 된 것임
ㆍ 기시설물 유지보수책임자인 선임 기장 O명은 사고지  기시설물 유지
보수 소홀  사고발생후 복구작업 과정에서 처가 미흡하여 장애개소 발견
이 지연된 에 한 책임
ㆍ 기시설물 유지보수책임자인 선임 기장 O명은 사고지  기시설물 유지
보수 소홀에 한 책임
ㆍ 기분소장은 평상시 보기연결(디젤) 운행으로 끄으름 발생이 많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산골터  내의 기시설물 취약 에 한 보수 리 소홀 
 소속직원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

검/
보수

차선로 검/
보수 불량

ㆍ선임 기장

ㆍ선임 기장

ㆍ선임 기장

ㆍ 기분소장

검/
보수

차선로 O2 M

2
운행
장애 고장

[유지보수 소홀]
ㆍOO선 △△변 소 주변압기 고장으로 □□∼☆☆역사이 구간 차선 원
공 이 단, 이를 복구하는 OO분동안 동열차 운행을 지한 장애
ㆍ주변압기 권선온도계와 단자함을 연결하는 제어회선을 슬립으로 속하여 
사용  슬립이 빗물 습기 등에 의해 산화되어 단선된 상태에서 사고당일 가
요 선  내부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어 제어회선 상호간에 , 온도감
지회로 동작으로 주변압기 차단기가 자동개방되어 차선 원공 이 단
ㆍ변압기 제작사 ㈜ ◇◇에서 변압기 제작시 속부분이 없어야 할 제어회선
을 슬립으로 속 가요 선 에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액 액
을 구상 조치
ㆍ경보회로 등은 요한 설비로서 리하여야 함에도 정상기능 유지를 
한 세 한 검을 소홀히 한 유지보수 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함

검/
보수

차선로 검/
보수 불량

ㆍ 기분소장
검/

보수
차선로 O2 M

3
운행
장애 장애

[사유화차 리자의 차량 리 소홀]
[ 기 제사의 연장 조치 소홀]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 기사령 장( 기 제사)

ㆍ사유화차 리자

검/
보수

차량 O1 M

2. 2005년도 국내 일반(고속)철도 인 오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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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화물열차가 OO선 □□∼☆☆역 사이를 약 OO km/h로 운행  부에서 2
량째 화차에서 아크가 발생되어 비상정차, 차선  차량상태를 확인하 으
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까지 운행(1,2차 차선 단  발생), 이후 
뒤따라오던 새마을호 열차가 늘어진 조가선을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조
가선과 , ◇◇◇◇◇∼□□역 사이 차선 원공 이 단
ㆍ1,2차 차선 단  원인 : ▽▽㈜ 사유화차 돔 커버가 쇄정되지 않아 운행도
에 열리면서 차선과 , 일부 시설물 손, 차선 원공  단

ㆍ조가선 단선 원인 : 2차례의 차선 원공  단시 조치하는 과정에서 에
어섹션 구간 양단에 서로 다른 변 소의 원을 연장하여 공 하므로써 때마
침 동구간을 운행 이던 새마을호 열차의 팬터그래 가 에어섹션 구간의 2개 
차선을 동시에 할 때 압차에 의해 심한 아크가 발생되면서 조가선이 

단선됨
ㆍ유조화차 돔커버를 쇄정하지 않은 상태로 열차를 운행시킨 사유화차 리자
에 책임 있음
ㆍ비록 장애구간을 찾기 해 다른 변 소 원을 공 하 다고 하지만 보조구
분소에 열차가 운행 에 있는데도 연장 조치를 소홀히 하여 차선 원공
에 지장을 래한 기 제사에 책임이 있음

4
운행
장애 장애

[ 이블 손상상태 확인 소홀]
ㆍ1차장애 : OOOO.OO.06 □□선 △△∼☆☆☆☆☆☆역사이 상선의 차선 
원 공  단

ㆍ2차장애 : OOOO.OO.09 □□선 △△∼◇◇◇역사이 상선 차선 원공  
단

ㆍ3차장애 : OOOO.OO.10 □□선 △△∼◇◇◇역사이 상선 차선 원공  
단 

ㆍ철도 고 행업체 ㈜▽▽▽▽에서 고  이설을 한 사 의 없이 임의
로 작업  천공기 드릴이 지 매설 선 이블에 , 차선 단 된 것
임
ㆍ이후 복구작업에서 차선 이블이 천공기 드릴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을 
사 에 확인하지 못하여 단 장애가 재발된 것임
ㆍ㈜▽▽▽▽으로 하여  공사 차  고  이설장소 선정에 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임의작업의 빌미를 제공한 계자
ㆍ복구작업을 하면서 차선 이블은 연내력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 지 매
설된 상태 그 로 사용하다가 단 장애가 재발한 것으로 최  장애발생 당시 
차선 이블이 매설된 장소가 이미 천공기드릴에 의해 24개가 천공된 상태

에 있었고 장애당시 발생된 과 류등에 의해 차선 이블 손상이 추정됨에

검/
보수

차선로 검/
보수 불량

ㆍ서울건축 소장

ㆍ서울건축 기술원

ㆍ 등포 기 소장

ㆍ 등포 기 분소장

ㆍ 정역 역장

검/
보수

차선로 O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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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도 차선 이블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차선 단 장애를 재발시킨 
복구작업 계자 
ㆍ선로출입문 리 등 역구내 안 리를 소홀히 한 계자

5
운행
장애 장애

[작업자의 순간 인 방심에 따른 부주의]
ㆍOO선 △△∼□□역사이 ☆☆강 제O교량 하부에서 교각기  보강공사 비
작업 이던 기 기의 와이어가 상행선 차선로 조가선에  단
ㆍ크 인을 이동하던  지반이 불규칙하여 크 인이 흔들려서 기 기의 와이
어에 연결된 체인이 조가선에 걸려 차선이 단 된 장애
ㆍ작업자의 순간 인 방심에 따른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된 장애로 시공업체인 
▽▽▽▽㈜ 안 리 소홀에 따른 작업자의 부주의에 기인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시공업체 작업자

ㆍ시설 리원

검/
보수

차선로 O2 S

6
운행
장애 장애

[ 철시설물 시공 불량]
[하자보수 작업시 작업방법 불량]
ㆍOO선 △△∼□□□역사이에서 철설비 하자보수작업 과정에서 부주의로 
차선 원공 이 단

ㆍ 철시설물 시공당시 시공불량으로 과선교 에 설치된 선과 차선
래킷 사이 이격거리가 기 에 미달
ㆍ시공이후 사용 인 철주가 기울어져 바로 세우는 작업 과정에서 과선교 
에 설치된 선이 늘어져 차선 래킷 끝부분과의 이격거리 부족으로 

아크가 발생되고 차선 원공 이 단됨

검/
보수

차선로 검/
보수 불량

ㆍ 기분소장

ㆍ선임 기장

검/
보수

차선로 O2 M

7
운행
장애 장애

[제1종 기계작업  장애물( 주) 확인 소홀]
ㆍOO∼□□역간 제1종 기계작업 과정에서 도상자갈을 정리하던 모타카의 좌
측 삽날이 철주에 되어 주가 손되며 선로밖으로 OO도 기울고 
차선이 약OOOm 늘어져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차선 단   디젤기 차
로 체 운행한 장애
ㆍ장비담당 시설 리원의 경우 규 이터의 좌측 삽날을 조작하여 도상정
리작업을 하는 부조작자로서 작업구역 내 장애물( 주) 여부에 한 확인 
소홀
ㆍ장비운 장은 제1종 기계작업 책임자로서 소속직원 지휘감독 소홀  안
교육 미흡의 책임이 있음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장비담당 시설 리원

ㆍ장비운 장

검/
보수

선로 O2 M

8
운행
장애 장애

[안 수칙 이행 소홀]
ㆍOO선 □□∼△△△간 차선로 보수작업을 마치고 □□역으로 이동하던 
철보수장비가 검용 팬터그래  하강을 실념하고 가압구간으로 진입, ☆☆변
소의 수 차단기가 트립되면서 차선 원공 이 단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선임 기장 운
기기/응 조

치
O3 S

9
운행
장애 장애

[단선운 시 운 취  방법 불량] 신호/
신호보

신호취  불량 ㆍ 제사
신호보
안장치

- O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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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OOO역 선상도로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운 자의 과속과 음주로 인한 운
과실로 추락방지용 보호철망  가드 일을 손시키고 구내선로로 추락하면
서 선과 조가선에 , 차선이 단 . 이를 응 복구하는 O시간 OO분
동안 하선 단선운  등의 조치로 열차 운행을 지장
ㆍ◇◇∼□□□ 구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단선운 을 시행  제O OO열차
가 △△역에서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O번선(▽▽ 하부본선)으로 진입하여 
타 한 장애임

안장치
ㆍ가천역 부역장

ㆍKTX기장

10
운행
장애

기타

[여객의 승하차를 확인 후 출입문을 취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
ㆍOO역 출발후 O킬로미터를 운행  O호 객차에서 김천역에 내리지 못한 여
객(어린이 포함 O명)이 비상변을 작동하여 비상정지 후 출발, 여객은 ◇◇역
에서 무임송환함
ㆍOO역에서 O호 객차 승강문이 일시  장애를 일으켜 늦게 열리는것과 그 
승강문으로 O명이 하차하는 것을 승무원이 확인하 으나 미하차여객을 확인
하지 못한채 문을 닫고 출발
ㆍ여객 무는 운 취 규정 50조  안 보건 리규정 제6  직무안 리 안
수칙에 의거 여객의 승하차를 확인 후 출입문을 취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

홀히 함

운 기타 ㆍ여객 무 운 기타 C2 S

11
운행
장애

기타

[연결기 쇄정상태 확인 소홀]
[신규자 교육업무 조 미흡]
ㆍOO역 상부본선 O번선에서 도착, 부로부터 3량을 해방하면서 착각으로 2
량째 연결기를 분리하다 잘못됨을 인지하 지만 제동 호스만 연결하고 연결
기 쇄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3량째 화차를 분리하고 퇴거 호를 함에 따라 2
량째 화차 연결기가 분리되면서 제동본  손됨
ㆍ신규채용 3주 교육후 첫 야간작업, 부역장은 신규자 교육 소홀, 역장은 리
감독 소홀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부역장

ㆍ역장

입환 차량 O2 S

12
운행
장애

기타

[선로 환기 환 취   진로상태 확인 소홀]
ㆍ화물열차가 OO역 #3번선에 도착하여 기 차만 떼어 #2번선과 #4번선을 경
유, #6번선(1량)  #5번선(4량)에 유치되어 있는 화차 5량을 연결한 다음 다
시 #4번선을 경유, ◇◇역방면 본선으로 고 나가는 과정에서 P51호 선로
환기를 째고 나가(할출) 이를 복구하는 O시간 OO분 동안 열차운행을 지장
ㆍ입환작업도  상행 통근열차 취 시 P51호 선로 환기를 정 로 환해 놓
고서도 #4번선으로 진입시 정 상태가 정상이었던 것을 착각하고 입환차량을 
그 로 유도함으로써 선로 환기를 할출(째고 나감)하게 된 것임
ㆍ추진입환 작업시 선로 환기 환  진로개통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역무
원의 입환작업 방법이 불량한데서 기인된 사고임

신호/
신호보
안장치

선로 환기 취
 불량

ㆍ부역장

ㆍ열차운용원
입환

신호보안장
치

O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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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3
운행
장애

기타

[기 사 운 취  방법 불량  조치(복귀취 ) 소홀]
ㆍOO역을 떠나 □□역까지 운행하는 동열차가 ◇◇선 ☆☆☆역에 정차, 여
객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제동이 풀리지 않아 고장열차 후부에 
뒤따라 운행하는 다른 동열차를 연결하여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계로 
OO분 동안 상행 동열차 운행을 지장
ㆍ 동열차 기 사가 정차역에 정차하기 한 제동취 시 제동취  시기를 놓
쳐 상용제동 체결 후 추가로 비상제동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안제동  비상제
동을 체결하여 정차한 뒤, 동 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제동을 체결한 사
실을 잊은 채 제동을 풀었을 때 제동이 풀리지 않는다고 고장으로 임의 단
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함으로써 열차지연을 가 시킴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승무사무소 지도 장

ㆍ기 사
운

기기/응 조
치

O1 S

14
운행
장애

기타

[운 취  소홀]
ㆍOO역 입환기가 신선1번선에서 소화물차1량을 연결하여 본선3번선에 발차 
기 인 무궁화호 후부에 연결한 후 11번선으로 선하기 하여 인상하는 

과정에서 반 로 취 된 P53A호 선로 환기를 할출한 장애임
ㆍ열차운용원은 계자간 입환 의 후 작업과정에서 입환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계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지 않은채 신호취 을 하 고 이후 입환기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로에 기 인 열차를 출발하도록 신호취 을 
하는 등 계자간 입환 의  신호취 을 소홀히 하여 장애를 발생시킨 잘못
이 있음
ㆍ수송담당 역무원은 입환작업시 기 차 부에 승차하여 이동  기 사로부
터 선로 환기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선로 환기 상태 확
인을 소홀히 한 채 기 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장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음
ㆍ열차운용 장은 진행 이던 입환기가 P53A호 선로 환기 방의 궤도회로
를 유하여 조작 에 장애표시가 시된 것을 확인한 열차운용원이 장애가 
발생한 것을 보고하 음에도 조작  확인,감시 등 운 취   장상태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입환기를 신 역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지
시하여 장애를 발생시킨 잘 못이 있음
ㆍ입환기 기 사는 입환작업 과정에서 54R 입환표지가 개통된 것을 확인하
음에도 열차운용 장의 무 통보  입환취  담당직원의 통보에 따라 기 차
를 진행시켜 장애를 발생시킨 잘 못은 있으나 기 차를 긴쪽 방향(역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환취  담당직원에게 선로 환기 착상태등에 
하여 재확인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 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음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열차운용 장

입환
신호보안장

치
O2 M

15
운행
장애

기타
[화차에 재된 컨테이  잠 장치 상태 확인 소홀]
ㆍ 부에서 25량째 화차에 실린 컨테이 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선
로변에서 제 작업을 하던 시설 리원이 발견하고 휴 용 무선 화기로 인근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C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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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역 열차운용원에게 통보
ㆍ주의운 하여 OOO역 상부본선에 정차 확인한 바 컨테이터 잠 장치 4개  
3개가 풀려있어 철사로 가수당한 후 OOO역을 O분 늦게 출발
ㆍ[ 재 작업방법 불량] 시발역에서 컨테이 를 재하면서 잠 장치를 철
히 쇄정하지 않고 발송의뢰한 업체(□□□□)
ㆍ[출발검수 소홀] 발송의뢰된 화차 컨테이 의 재상태(잠 장치 쇄정) 확인
을 소홀히 한 차량 리원

16
운행
장애

기타

[취  부주의]
ㆍOO역을 출발하여 △△역으로 가던 ◇◇◇ 열차가 ▽▽터 을 운행  부
동력차에 활주방지장치결함표시등(LS-AE-FA-01)이 등되어 F1조치 안내에 
따라 비상정차한 후 차량상태 확인  ☆☆기술 제 지시로 장 출발, ◇◇
◇역에서 차량 재기동, 차량상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도운행, △△역에 
OO분 지연 도착
ㆍ▽▽터 을 통과  1호 객차 하부에서 공기 설 소음이 발생한다는 열차
장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차량 리장이 객실출입문 하단부의 차륜도유기 자
변에서 약 20 간격으로 배출되는 공기음을 활주방지 동작으로 공기가 설되
는 것으로 임의 단, ◇◇◇ 기장과 사  긴 히 의하여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열차운행  1호객차 배 반내의 활주방지장치 원공 회로
차단기(CB-AE-01,02)를 임의 단하여 트립 후 복귀 취 함으로써 활주방지
장치(WSP)와 객차컴퓨터(TPU)간 통신장애를 일으켜 활주방지장치결함표시
등(LS-AE-FA-01)이 등된 것으로 단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 장
검/

보수
차량 C1 M

17
운행
장애

기타

[출입문 개방상태 확인  안 조치 소홀]
ㆍ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는 직통 동열차가 OO역~□□역 사이를 운행하
는 과정에서 OO역을 출발한 이후부터 일부구간(약 1km정도)을 7량째 객차 
출입문 1개가 열린 상태로 운행한 장애
ㆍ직통 동열차가 OO역에서 반복 사용하기 해 인상선으로 입환하는 과정에
서 출입문 비상콕크를 임의로 조작(신원미상의 여객으로 추정)해놓아 출입문 
닫힘 치에서 해당 출입문만 열린상태가 됨
ㆍ이후 OO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 으나 이에 한 확인
을 소홀히 하여 운행도  조치시까지 출입문 1개가 열린상태로 운행한 장애

운 기타
ㆍ기 사

ㆍ차장
운 기타 C3 M

18
운행
장애

기타

[일상검수시 확인 소홀]
ㆍO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역 사이 ☆☆
☆ 터 내를 운행  1호 객차 유리창이 손되면서 여객 6명이 부상을 입어 
응 조치후 ◎◎역에 O분 늦게 도착, 환자는 119 구 차 편으로 병원 후송하
고, 기 차  객차는 ▷▷▷역에서 교체한 후 운행을 계속한 장애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차량 리 장

검/
보수

차량 C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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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견인 동기 오일캡 취부볼트의 풀림방지용 철사가 손되어 볼트가 이완되
면서 탈락되어 철도시설물에 하고 터 벽면에 튕겨 객실 창유리를 손함
ㆍ견인 동기 오일캡 취부볼트의 취부상태 검은 사고발생 당일 일상검수에
서 확인토록 되어있는바, 일상검수시 동 볼트의 취부상태  철사의 결박상태
의 확인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임

19
운행
장애

기타

[시설사무소 기술원(공사감독자) 작업 의 소홀]
ㆍ시험운행으로 OOOO역~◇◇◇IEC 고속선내 공사가 지되었으나 □□고속
선 ☆☆~△△△간 교량  터  제표설치공사의 일환으로 ▽▽터 외 2개소에 
작업자들이 고속 제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작업하는 것을 시운  
기장이 발견하고 주의운   고속 제사에 통보, 작업자들을 철수시킨 장애
ㆍ공사감독자가 고속 제사와 작업 의  승인없이 임의(무단)로 작업을 시
공업체에 지시함으로써 안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안  조건을 제공함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시설 기술원(공사감독자)
검/

보수
선로 O2 V

20
운행
장애

기타

[수송담당역무원 : 연결기 연결상태 확인 소홀]
[차량 리원 : 출발검수 소홀]
ㆍOO역을 출발하여 ☆☆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시발역인 OO역 8번선
에서 출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확인한 바, 기 차 연결기가 개방되어 발
차와 분리되면서 발 차 주공기  공기호스  제동  니 이 손, 운행이 
불가능하여 구내에 유치되어 있던 비 발 차로 교체하여 OO역을 정시보다 
OO분 늦게 출발한 장애
ㆍOO역 구내 8번선에 유치된 편성객차 기 차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기가 
쇄정이 안되고 개정의 치에 있었으나 이의 확인을 소홀히하여 열차가 출발
시 기 차 연결기가 분리된 장애
ㆍ편성객차에 기 차 연결후 연결기 연결상태 확인 결여한 수송담당 역무원, 
출발검수를 소홀히 한 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O3 V

21
운행
장애

기타

[기 사·부기 사, 열차운용 장 운 취  소홀]
ㆍ화물열차가 OO역을 발차하여 정상 인 운행선로(하선)가 아닌 상선으로 운
행, ☆☆역을 발차하여 OO역 방향으로 상선을 운행 이던 다른 화물열차와 
OO터 내에서 상호 발견 후 정차한 장애
ㆍ신호취 을 하는 열차운용 장이 하행선로로 운행할 열차에 한 신호취
을 하면서 취 부주의로 상선으로 신호취 을 시행한 상태에서 기 사 한 
하선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임에도 OO역 4번선 발차시 입환표지 75호 시 
상태만 확인하고 방 진로확인을 소홀히 한 채 상선으로 진입하여 도운행
ㆍ 제사는 당일 CTC 제설비에 한 사용을 지한 상태에서 조작반을 통
한 열차감시 등 제업무가 사실상 어렵다고 단되어 책임을 묻지 않음
ㆍ부기 사는 열차가 반 선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사에 한 보좌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열차운용원

신호보
안장치

- C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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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업무와 긴 사태 발생시 안 조치 등 부기 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음

22
운행
장애

기타

[승강  출입문 개·폐 상태 확인 소홀]
ㆍ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가 ◎◎역에 O분 늦게 도착, 
여객 승·하차 후 발차하여 운행  맨 후부객차(16호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했다는 승객의 항의를 받고 안양역에 임시 정차하여 ◎◎역에서 내
리지 못한 승객 6명을 하차시키고 운행한 장애
ㆍ16호차 승강  출입문 비상핸들이 정상 치에서 비상 치로 잘 못 환되어 
승강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으나 13호차 앞에서 여객을 안내한 차장이 승강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발차함으로 인해 발생한 장

애

운 기타 ㆍ차장 운 기타 C2 S

23
운행
장애

선로
고장

[작업확인 소홀]
ㆍ고속선 OOOO~☆☆IEC사이 ◎◎교 상선(T2) 1종기계작업으로 선로가 변경
되었으나 차선로 편 를 조정하지 못하여 서행운 (170km/h)하던  돌풍
으로 차선이 심하게 흔들려 고속열차 팬터그래  내리고 운 함
ㆍ장애 후 OO:OO분 경과후 복구 완료
ㆍ작업계획 수립 당시 기 에 의한 선로이동 높이 변경사항을 검토하지 못
하여 1종기계작업과 차선편 조정 작업간 의 미흡, 작업계획 수립 당시 
기 에 의한 선로이동 높이 변경사항을 검토하지 못함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 기사무소 분소장
검/

보수
선로 C2 S

24
운행
장애

선로
고장

[선로 유지보수 소홀]
ㆍ열차 운행시 선로이상을 감지, 후속 열차는 일고 차(70mm)가 발생되어 
퇴행후 반 선 운 함
ㆍ 일 손 개소의 응 이음매  손
ㆍ5.28 일 손후 6.1~2 기승인 차단시간에 복구하려하 으나 우천으로 연기
(토막침목 삽입과 후다지기 작업 조치사항 결여함)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시설 리사무소장

ㆍ시설 리분소장

ㆍ선임시설 리장

검/
보수

선로 O2 S

25
운행
장애

선로
장애

[시공업체 : 작업부주의]
[작업책임자 : 공사개소 감독업무 소홀]
ㆍ 일탐상차가 고속선 OO~☆☆IEC T1 인평고가교량을 운행  운행선로 좌
측 일 부근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약 50m 방에서 발견하고 제동을 체결
하 으나 미 하여 좌측 장애물제거기 부분에 장애물이 한 장애
ㆍ◎◎고가교량 낙하방지망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고가 아래에서 교량 
상부로 사다리용 크 인을 사용하여 낙하방지망 지주(L=2.8m, D=25cm)를 올
린 후 2인 1조로 1개씩 작업개소로 운반작업을 시행 , 작업개소 정리 계로 
기 에 지주를 교측보도에 안 하게 놓지 않고 T1 선로측으로 선로방호벽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시공업체 작업자

ㆍ시설 리사무소 기술원

검/
보수

선로 O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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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에 기  놓음
ㆍ작업 착수  작업책임자로부터 교육을 받았음에도 실념하고 작업개소 정리
계로 기 에 선로측으로 기 놓아 운행 인 일탐상차에 됨

26
운행
장애

신호
보안
장치
고장

[기기취  소홀 (제O열차 기장의 조치미숙)]
ㆍ제OO열차가 상기지  운행  TC 0157 궤도단락(귀선 류용 임피던스본드 
불량)으로 시계운  차선 사구간에 정차하여 비상팬터 사용으로 연구간
을 통과하여 OO분 지연한 후 제O열차가 다시 같은 구간에서 정차후 비상팬
터 동작되지 않아 후속열차를 지장한 장애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기 사

ㆍ 제사

ㆍ지도 장

ㆍ승무사무소장

운
기기/응 조

치
O1 S

27
운행
장애

신호
보안
장치
고장

[시공업체의 시공불량]
[시설물 유지보수 소홀]
ㆍ해당구간 궤도 유 상 발생하여 OO 기사무소 ☆☆신호제어분소장 외 3명
이 장출동하여 이블 단후 교체하고 지 매설하는 동안 O개열차 
OO~OO분 지장한 장애
ㆍ선로에 근 되어 있는 도로변에서 쓰 기를 소각시 지표면에 노출된 이블
에 불이 옮겨 붙어 신호용 폐색 원 이블 소손으로 정지신호 시
ㆍ시공업체가 시방서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의 주 요인을 
제공하 고 시설물 리소속에서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불안  요인을 알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한 극 인 안 리 활동이 부족하 던 
것도 장애요인을 가 시켰다고 단됨

검/
보수

신호보안장치 
검/보수 불량

ㆍ시공업체 작업자

ㆍ통신신호 장

ㆍ신호제어분소장

ㆍ통신 처장

ㆍ 기 소장

검/
보수

신호보안장
치

O1 V

28
운행
장애

신호
보안
장치
고장

[시공업체 시공 소홀]
[ 리감독 유지 리 소홀]
ㆍ 동열차 도착출발신호 시할 때 P59, 24A,B호 불일치로 출발신호가 시
되지 않아 철기 수동취 으로 경부 하2선  장항선 하행 운행을 지장함
ㆍ신호계 기실 표시계 기 시험용 이블 미철거된 상태에서 지보강작업  
이블단말 상호

검/
보수

신호보안장치 
검/보수 불량

ㆍ시공업체

ㆍ 기분소장

검/
보수

신호보안장
치

O2 S

29
운행
장애

신호
보안
장치
고장

[시공업체 작업 부주의]
[감독자 안 리 소홀]
ㆍ고속선 OO~◎◎IEC사이 T2 4418A 궤도회로가 단락되어 정지신호가 시, 
이를 복구하는 1시간 30분동안 시계운   반 선 운  등으로 고속열차 운
행을 지장한 장애
ㆍ공사용 자재(낙하물 방지망)를 기설비 주변에 운반하여 치, 바람에 넘어
지면서 임피던스본드 단자에 , 궤도회로 단락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시공업체

ㆍ시설 기술원

검/
보수

차선로 O1 M

30
운행
장애

신호
보안
장치

[응 조치방법을 제 로 알지 못해 복구지연 가 ]
ㆍOO선 ☆☆☆구내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되어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검/
보수

신호보안장치 
검/보수 불량

ㆍ 기원
검/

보수
신호보안장

치
O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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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고장

시(CTC  로칼 취  불능), 이를 복구하는 48분동안 수동·수신호로 열차
를 취 하는 계로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
ㆍ 자연동장치 시스템 II계의 출력제어카드 불량(원인 불명) : 신호취 을 하
지 않은 입환표지에 진행신호가 잘못 시(부정출력)되어 안 측제어계 기
(VRD) 동작으로 시스템 다운, 이때 보수자가 부정출력에 한 응 조치 방법
을 제 로 알지 못하여 복구지연이 가 되었음

31
운행
장애

신호
취
반

[열차취 방법 불량]
ㆍOO기지~☆☆간 T1으로 장비이동계획에 의거 장비 운행  ◎◎IEC 1607선
로 환기 크로싱부를 할출한 장애
ㆍLCP 제사 : 열차취 방법 불량(진로확인  자동진로설정 소홀, 열차취
방법 불량)
ㆍCTC 제사 : 넬감시 소홀
ㆍ 제실장 : 지도교육 감독 소홀
ㆍ장비운 원 : 방주시 소홀이지만 고속선분기기가 장 (127m)하므로 진로
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교육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LCP 제사

ㆍCTC 제사

ㆍ 제실장

신호보
안장치

- O1 S

32
운행
장애

신호
취
반

[기 사, 열차운용 장의 운 취  소홀]
ㆍ단행기 차 OO역구내 2번선에 도착, 통신식 시행에 따른 운 명령 고지서
를 수령 후 발차하는 과정에서 반 상태로 취 되어 있던 P46호 선로 환기
를 할출 한 장애
ㆍ단행기 차가 2번선에서 발차 기 인 상태에서 열차운용 장이 신호취
을 소홀히하여 1번선의 입환표지(21L)를 취  후 열차를 발차토록 하 고
ㆍ기 사 한 1번선의 입환표지 시상태만 확인하고 방의 진로에 한 확
인을 소홀히 한 채 그 로 진입, 반  상태로 취 된 선로 환기를 할출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열차운용 장

신호보
안장치

- O1 S

33
철도
교통
사고

여객
사상
사고

[하차여객 확인 소홀]
ㆍ 동열차가 OO역에 도착하여 여객이 내리던 에 갑자기 닫히는 출입문에 
발목이 끼어 타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사고
ㆍ기 사가 종착역인 OO역에 도착하여 출입문 개문 버튼을 취 , 약 8 후 
타는 곳의 여객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폐문 취 하 으나 운 실
의 출입문 도어등이 등되지 않아 여객 는 물건이 출입문에 낀 것으로 
단하고 재차 출입문을 열었고 CCTV 모니터  후사경으로 더 이상 내리는 
여객이 없음을 확인하고 13 후 출입문을 닫고 입환신호에 따라 열차를 출발
시켰으며 사고발생 사실은 선릉역에서 무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음
ㆍ기 사가 출입문 취 을 ,후하여 하차여객  타는곳의 여객의 움직임의 
확인을 소홀히한 기 사의 부주의
ㆍ기 사 1인 승무구간을 운행하는 기 사로서 운 취 지침31조, 운 작업내

운 기타 ㆍ기 사 운 기타 C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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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규 제12조, 36조 반

34
운행
장애

열차
분리

[열차조성  출발검수시 연결기 연결상태 확인 소홀]
ㆍ화물열차 OO역에서 화차 17량을 연결하고 운행  부로부터 13량째 화차
와 14량째 화차 사이 연결기가 분리되어, 차량상태를 확인 후 OO역 입환기로 
분리된 후부 화차를 본 조성에 다시 연결하여 ◎◎으로 운행한 장애
ㆍ사고 열차가 분리된 후 최  분리차량의 상태를 확인하 을 때 연결기 클 
상부에 있는 로크 리 트(죠우)와 홈 사이에 자갈이 끼여 있었다고 하며, 장
에 출동한 차량 리장이 연결기 클의 기능(열림,닫힘 상태)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분리차량을 상호 연결한 뒤 정상 으로 도 운행
ㆍOO역에 화차 유치시 입환편의를 하여 군가 자갈을 끼어 로크 리 트가 
완 히 삽입(쇄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운행에 따른 충격으로 연결기 
클이 열리며 분리된 것으로 추정, 역구내 직원을 상으로 자갈 삽입자를 추
하 으나 련 직원들이 극구 부인

ㆍ열차 조성  출발 검수시 연결기 연결상태 확인을 소홀히하여 발생된 장애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수송담당역무원

ㆍ차량 리원
입환 차량 C2 S

35
운행
장애

열차
분리

[연결기 클 손으로 화차 분리(재질결함 추정)]
[연결기 클 납품시 물품검사 소홀]
ㆍ화물열차 운행  부 3,4량째 화차 사이가 분리되면서 비상정차, 부 화차 
3량은 OO역으로 운행하고 분리된 후부 화차 27량은 ◎◎역에서 구원온 기
차를 후부에 연결하여 회수
ㆍ화차 연결기 클의 재질이 불량하여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손된 것으로 제작사의 제작결함에 기인되었다고 단
ㆍ동종 클에 해 문 공인시험기 의 재질시험을 거쳐 제작결함이 입증되
면 제작사에게 동일시기 납품된 물품 량을 교환토록 하고 열차지연 등 공사
가 입은 피해액 액을 구상토록 하겠음
ㆍ연결기 부품 구매시 물품검사를 소홀히 한 검사담당자와 리감독자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정비창 차장

ㆍ정비창 부장

검/
보수

차량 C1 S

36
철도
교통
사고

열차
탈선

[차량 검수업무 리 소홀]
[선로 취약지  리 소홀]
ㆍ화물열차 OO역 9번선에서 출발하여 20km/h로 P59를 지나서 진출  7, 8량
째 화차 2량이 궤도 이탈한 사고
ㆍ차량은 신조출고 20일로 차륜답면 매끄럽지 못하고 연결기 샹크가이드 합성
수지마모 이 거칠어 좌우이동 원활하지 않음
ㆍ선로높이차  화차연결기 좌우 횡동 부족으로 열차운행시 진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궤도이탈
ㆍ차량연결장치 제작  취약선로 리소홀이 직 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나, 동종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책마련등 차량검수업무 리를 소홀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사무소장

ㆍ차량 리 장

ㆍ시설 리사무소 분소장

ㆍ 제 장

검/
보수

차량 O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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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히하 고 S자형의 선로취약 이 있었음에도 특별 리를 하지 않았으며 복구
 기 기 탈선사고로 복구지연을 가 시켰음

ㆍ 제 장(보고지연)

37
철도
교통
사고

열차
탈선

[차축베어링 과열(축상 발열)로 차축 손]
[차량 검수작업 검정비 소홀]
ㆍ화물열차가 운행  부 14량째 화차의 앞 차 #2 축 바퀴 2개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궤도를 이탈한 사고
ㆍ베어링 자체결함으로 차축 발열(추정), 차축 손
ㆍ 손되지 않은 반 쪽 차축, 다른 차축의 베어링  그리스유 상태를 확인
한 결과, 정상상태에 있는 을 감안할 때 손된 차축의 베어링 자체 결함에 
의해 차축발열이 일어났고 계속 운행함에 따라 차축 부가 손,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반 쪽 차륜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단됨
ㆍ베어링 분해검수  사업검수 후 얼마 안되어 차축발열로 인한 차축 손이 
원인이되어 사고를 일으킨 을 감안할 때 차축 베어링 검수작업 검정비 소
홀의 도의 인 책임을 묻겠음
ㆍ열차 승무  차축발열 상태를 조기 확인하지 못한 기 사에 하여도 경각
심을 주는 차원에서 조치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기 사

검/
보수

차량 O2 S

38
철도
교통
사고

열차
탈선

[일상검수 소홀]
[차량상태 확인 소홀]
ㆍ화물열차가 OO선 ☆☆역 구내를 80km/h로 통과  부에서 13량째 화차 
뒷 차  14량째 화차 앞 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
ㆍ차축베어링 발열로 차축이 손되어 궤도이탈한 것으로 차축베어링 엔드캡
주유구 캡이 탈락된 상태로 운행  수분  이물질이 베어링내로 혼입되어 마
찰열에 의해 그리스유가 소되고 차축이 손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기 사

검/
보수

차량 O2 S

39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도주시 소홀로 신호모진]
ㆍ 동열차 OO역 3번선 제1출발신호기에 주의 신호가 시된 것을 확인하고 
운행  정지신호가 시 된 제2출발신호기 내방으로 진입, 궤도가 유되어 
열차운행을 약 14분 지장한 장애
ㆍ정지신호가 시되었으나 기 사가 주의신호 시로 잘못보고 타력으로 운
행  ATS에 의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자연정차 후 확인한 바 출발신호기를 
지나 정차한 상태여서 제실에 퇴행승인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 퇴행 후 
도운
ㆍ 도주시를 소홀히 하여 정지신호가 시된 신호기 내방으로 진입(운 취
규정 규)

운 신호확인 소홀 ㆍ기 사 운 신호 C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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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40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 순간 인 잡념으로 정차역 통과]
[차장 : 이례상황 발생시 응 조치 소홀]
ㆍ 동열차 OOO역을 발차하여 운행  기 사가 순간 인 잡념으로 정차역인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장애
ㆍ기 사가 순간 인 잡념으로 정차역에 한 운 취 을 소홀히 하여 정차역
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부 운 실의 차장도 심식사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평 역을 통과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이미 열차 맨 후부
가 승강장을 완 히 통과한 상태여서 차장변 취  등 응 조치를 하지 못하
다고 함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차장
운 제동 O3 S

41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신호 시 상태 확인 소홀]
ㆍ직통 동열차가 OO역 구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지신호가 시된 장내신
호기 방에 정차하지 못하고 그 로 진입, 방의 선로 환기 1틀(#52)을 째
고 들어가 정차, 이를 복구하는 동안 동열차 운행을 지장함
ㆍOO역 방의 제2폐색신호기에 시된 감속신호를 제 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제1폐색신호기를 통과하면서 주의신호 시상태를 확인(주의신호에 한 
ATS 경보 울림)하 고 이때 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정
지신호가 시된 장내신호기를 지나 P52호 선로 환기를 할출한 후 정차하
음
ㆍ기 사가 신호 시 상태확인 소홀  제한속도를 과하는 등 운 취  방
법이 불량한 데서 기인된 사고임

운 신호확인 소홀
ㆍ기 사

ㆍ승무사무소 지도 장
운 신호 C3 S

42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도주시 소홀]
[부기 사: 기 사에 하여 안 조치 유도를 소홀]
ㆍ단행기 차가 출고기8067호를 OO역 남부인상선에 출고하여 기  입출고 
기 차 3량이 남부인상선에 진입하는 계로 인상선 기 인 8067호를 남쪽
으로 입환  차선이 없는 가선 종단표지를 벗어나 팬터그래 가 차선을 
이탈하여 조가선에 걸친 장애
ㆍ 기기 차 입환작업 과정에서 도주시 소홀로 기기 차를 가선종단표지
를 넘어서 운 한 기 사와 규운 을 하는 기 사에 하여 안 조치유도를 
소홀히 한 부기 사에게 엄 처벌하여야 하나 철도피해가 없고 열차지장 없는 
을 감안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조치

운 진로확인 소홀 ㆍ기 사 운 기타 C3 S

43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차장의 운 시각표 확인 소홀]
ㆍ 동열차(막차)가 OO역에서 정해진 시각보다 1분 30  일  출발하여 열차
를 타지 못한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장애
ㆍ기 사는 당일 운행시 ◎◎역 3분, ☆☆역 2분 늦게 발차하 으나 OO역을 
발차하여 운행  ◇◇역으로부터 OO역에서 일  출발하여 일부 승객들이 승

운 기타
ㆍ기 사

ㆍ차장
운 기타 O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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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차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고 열차운 시각표를 확인한 바 ◇◇역에 약 1분 
30  일  도착한 것을 확인하 다고 함, 회복운 에 몰두한 나머지 운 시각
표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장애를 발생시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함
ㆍ기 사는 후부운 실 차장의 출발 호 소리를 듣고 운 시각표에 한 확
인을 소홀히 한채 그 로 발차하여 장애를 발생
ㆍ차장은 운 시각표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한채 기 사로 하여  출발하도록 
호를 하여 장애 발생을 유발한 잘못이 있음

44
운행
장애

규
운

[열차 장: 승무 합성검사  정거장 출무신고 결]
[☆☆☆☆분소장: 승무 합성검사 확인 소홀]
[OOO역 열차운용 장: 승무원 출무표 확인 결]
ㆍOOO역에서 출발시간이 지나도 열차 장이 승무하지 않아 출발 호가 없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열차 장을 긴 수
배, 동역을 O분 늦게 출발
ㆍ15:32분 OOO역에 도착하여 2:03분 휴양하고 17:35분 출무하여 반복으로 승
무하도록 교번으로 지정되어 있음
ㆍ휴양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하여 16:15(정상 출무시각 17:35)에 ☆☆☆☆분
소에 들러 출무  합성 검사표에 시각을 기록한 후 합숙에 입실한 후 휴식
을 휘하던  숙사 리원으로부터 출무토록 통보를 받았으나 조  더 휴식을 
휘하고 출무하고자 한 것이 깜빡 잠이 들었음

운 기타

ㆍ열차 장

ㆍ열차승무사무소 분소장

ㆍ역 열차운용 장

운 기타 O3 V

45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정차역 확인 소홀]
[차장: 열차 긴  정차등 안 조치 소홀]
ㆍ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던 동열차가 ☆☆선 ◇◇역을 17분 늦게 출
발하여 운행하던  다음 정차역인 □□역에 정차하지 못하고 △△역에 정차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래한 장애
ㆍ◇◇역에서 승무원 교 시 "▽▽역 타 "을 통보받은 기 사가 "▽▽역까지 
회송운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여 정차역인 □□역을 정차하지 못하고 통과

운 기타

ㆍ기 사

ㆍ차장

ㆍ승무사무소 지도 장

운 기타 T1 S

46
운행
장애

규
운

[기 사: 제동취  실념]
[차장: 역 통과시 긴  정차 등 안 조치 미흡]
ㆍOO역 O분 늦게 출발하여 운행하던 직통 동열차가 ☆☆☆☆역에 정차하지 
못하고 ◎◎역에 정차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래한 장애
ㆍ기 사는 뒤따라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 기 사와 열차지연에 따른 무 통
화를 하다가 정차역인 ☆☆☆☆역 정차를 한 제동취  실념
ㆍ차장은 ☆☆☆☆역 통과시 긴  정차 등 안 조치 미흡 

운 기타
ㆍ기 사

ㆍ차장
운 제동 O3 S

47
운행
장애

규
운

[운 취  소홀(차장·기 사)] 운 기타 ㆍ기 사 운 기타 O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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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 동열차 OOO역 구내에 도착 후 출입문 취 을 하지 않고 발차한 장애
ㆍOOO역 도착시 왼쪽 출입문을 취 하여야 하나 출입문 취  방향을 착각, 
열차가 정상 인 정차 치에 정차하 으나 정지 치가 맞지 않은 것으로 
단, 출입문 취 을 하지 않았고, 기 사에게 정차 치를 정정하도록 차내 버
를 취 , 열차가 출발하고 있었으나 차장변 취  등 비상정차 조치를 하지 

않음
ㆍ열차가 정차역에 도착한 상태에서 출입문 표시등을 통한 출입문 열림상태에 
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차장의 버  소리가 들리자 출발 호로 인식, 그

로 출발함

ㆍ차장

48
운행
장애

이선
진입

[열차운용원: 신호 오취 ]
[기 사: 진로확인 소홀]
ㆍ 동열차 OO역 진입시 구내 3번선(☆☆방향)으로 진입하여야 하나 4번선
(◎◎방향)으로 잘못 진입하여 도운행 불가로 승객을 유도 안내하여 후속열
차를 이용토록 하고 ◇◇◇역으로 회송한 후 ◎◎방향으로 운행한 장애
ㆍ당일 열차운행 순서변경과 련하여 □□선 제사가 OO역에 순서변경 내
용을 통보하 으나 운 취 을 하던 OO역 열차운용원이 열차번호인식기를 수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을 발차하여 OO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 
소속 동열차를 후속열차로 착각, 3번선(☆☆방향)으로 진입시켜야 할 열차를 
4번선(◎◎방향)으로 진입하도록 신호를 오 취
ㆍOO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 소속 동열차 기 사도 신호(진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그 로 진입하여 정당한 진로가 아닌 이선으로 진입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기 사

신호보
안장치

- O1 S

49
운행
장애

이선
진입

[ 제사 넬 감시 소홀]
[역 운 취 자 신호취  소홀]
[기 사의 진로확인 소홀]
ㆍ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가 ◎◎선 ◇◇역 구내로 진입
 진로가 고속선으로 개통되어 있어  제동을 걸어 출발신호기를 약 60m정

도 지나서 정차, ◇◇역으로 퇴행한 후 출발하는 계로 O분 지연 출발, ☆☆
역에 정시 도착한 장애
ㆍ 날 21:40부터 장애발생 당시(08:51)까지 열차운 취 을 로칼취 (역자체
취 )으로 환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장애
ㆍCTC구간에서 열차운 취 의 주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제사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하고 로칼취 의 장시간 유지  제실 넬감시를 소홀히 함
ㆍ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분기되는 요한 역에서 운 취 을 하면서 열차번
호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오진로를 취 한 열차운용원
ㆍ 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진로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기 사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 제사

ㆍ 제사

ㆍ기 사

신호보
안장치

- O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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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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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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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50
운행
장애

정지
치

어김

[기 사 제동취  방법 불량]
ㆍOOO역을 떠나 ☆☆으로 가던 동열차가 ◎◎선 ◇◇◇역을 약 85km/h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동취  시기를 지연하여 고상홈 정차 치를 약 50m지나 
정차, 고상홈 정차 치까지 후진하여 승객취 후 동역을 OO분 늦게 출발한 
장애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지도 장
운 제동 O3 S

51
운행
장애

정지
치

어김

[기 사 운 취  소홀]
ㆍ 동열차 OO역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정지 치를 약6량 정도 지난 지 에 
정차, 퇴행 운 하여 여객을 취 하고 도운 한 장애
ㆍ약 92km/h의 속도에서 제동을 체결한 상태에서 OO역을 진입  승강장 
간에 학생 2명이 안 선 안쪽에 치하고 있어 열차 을 우려한 나머지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추가제동을 체결하지 못하 고 뒤늦게 비상제동을 체
결하 으나 미 하여 정지 치를 약6량 정도 지나 정차하 고 순간 으로 당
황하여 제실과 의없이 임의로 퇴행운 을 하 다고 함
ㆍ열차 운행  정차역에 한 지 확인 환호응답  제동취 을 소홀히 하여 
고상 홈에 설치된 열차정지 목표에 합치 정차하지 못하 고 이후의 조치과정
에서도 제실과 의없이 임의로 퇴행 운 하는 등 운 취  소홀에 따른 운
취 규정 규로 장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음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운 제동 O3 S

52
운행
장애

정지
치

어김

[기 사 제동취   차장 출입문취  소홀]
ㆍ 동열차 OO역 정차 치를 약간 벗어난 지 에 정차하 으나 차장이 출입
문을 취 , 정지 치가 맞지 않아 스크린 도어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승객
들이 스크린도어를 수동 취 ,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리지 못한 승객
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된 장애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차장
운 제동 O2 S

53
운행
장애

정지
치

어김

[기 사: 운 취  소홀  정차제동 취  소홀]
[차장: 비상변 취  후 복귀취  소홀]
ㆍ 동열차 OO선 ☆☆역 구내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비상정차 후 비상제동이 
풀리지 않아 응 조치하느라 약 15분 동안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
ㆍ☆☆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 사가 정차역 제동취 을 소홀히하여 정차
치를 벗어나 정차하 고, 열차진입 과정에서 정지 치 어김을 우려한 차장

이 비상변 취 후 복귀 취 을 실념, 비상제동이 풀리지 않아 조치과정에서 
열차지연이 가 된 장애

운 기타
ㆍ기 사

ㆍ차장
운 기타 O3 S

54
운행
장애

정지
치

어김

[기 사: 정차역 확인 소홀]
ㆍ새마을호 열차가 OO역 정차시 뒤늦게 제동 취 을 하여 정지 치로부터 약 
7량을 지나서 정차, 뒤로 퇴행하여 여객 승·하차 후 동역을 OO분 연발한 장
애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운 제동 O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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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기 사가 정차역인 OO역을 통과역으로 착각하고 진입  뒤늦게 정차역임
을 인지하고 제동취 을 하 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정지 치를 지나서 정차

55
철도
교통
사고

직무
사상
사고

[열차감시 지정자의 감시 소홀]
ㆍ무궁화호 열차가 OO역을 약70km/h 속도로 진입시 P21호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원 3명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체결하 으나 제동거리 미 하
여 작업자 1명이 작업공구인 충격 치와 기 차 배장기와  후 11m 튕겨
나가 우측 울타리에 , 부상(40일 진단)을 당한 사고
ㆍ열차감시 지정자는 열차운행선로에서 작업 에는 열차감시에 주력하여야 하
나 당시 정기열차 운행시간만 악하고 열차감시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보조
하고 있었음
ㆍ역과 시설 리반의 운 의 소홀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부역장

ㆍ시설 리원

검/
보수

선로 C3 S

56
철도
교통
사고

직무
사상
사고

[작업자의 작업부주의]
ㆍOOO역 입환기가 입환  역무원이 27일 사용화차를 3번선에서 1번선으로 
약 10km 속도로 차입 에 동 1번선에 유치 이던 차궤도(육군 제OO군수지
원단 소유)와 하여 떨어져 119수배하여 병원 이송(4주 진단)조치

운 기타
ㆍ역무원

ㆍ역무 장
운 기타 O2 S

57
철도
교통
사고

직무
사상
사고

[작업자 안 의식 결여(작업부주의)]
ㆍOOO역 구내 13번선에 유치된 입환기 지붕 에서 작업 이던 계약직 직원
이 차선에 , 감 되어 119 구 차편으로 병원 이송조치
ㆍ 차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작업 편의를 해 지붕 에 올라
가 청소작업  차선에 , 감 됨
ㆍ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일반 직원에 비해 특별한 심을 가지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계되는 안 ·보건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리에 엄정을 기해야하나 작업자에 한 안 교육  안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번 장애를 사 에 방하지 못한 안 보건 리 책임자, 
리감독자  안 담당자에 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검/
보수

작업 방법/계획 
불량

ㆍ계약직 근무자

ㆍ선임차량 리

ㆍ차량 리 장

ㆍ차량사무소장

검/
보수

차량 O2 V

58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객차

[공기스 링 메인콕크 차단(검수소홀)  응 조치 미흡]
ㆍOO역을 떠나 ☆☆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 ◇◇역에 도착, 
부에서 4량째 객차 공기스 링이 불량한 것을 여객 무가 발견하고 ◇◇역 이
후 80km/h로 운행하여 □□□역 46분 지연도착한 다음 응 조치후 동역을 52
분 늦게 출발, ☆☆역에 40분 지연 도착한 장애
ㆍ객차 무화회송후 콕크를 정상으로 취 하는 과정에서 무화콕크의 상부에 
치한 공기스 링 메인콕크를 동 콕크로 잘못 인식하여 차단, 주공기 공 이 
단되면서 발생하 음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O2 S

59
운행
장애

차량
고장-

[여객 무: 출입문 개폐확인 소홀] 운 기타 ㆍ여객 무 운 기타 C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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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객차

ㆍOO발 ☆☆행 새마을호가 ◎◎역 정시도착, 여객 승·하차 후 동역을 정시 
발차하 으나 14호차 승강  문이 열리지 않아 일부 승객(15명)이 내리지 못
하 다는 통보를 받고, ◇◇역에 임시정차하여 승객7명은 상행 무궁화호 열차
를 이용하여 ◎◎역으로 환승시켰으며 ◎◎역 환승객 8명(□□□역 2명, ☆☆
역 6명)은 동열차에 계속 승차하여 목 지에 도착한 장애
ㆍ☆☆차량사무소 도착후 차시험  종합시험 결과 각 기능 정상으로 명
되었음
ㆍ운 취 규정에 따라 여객 무(차장)는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시 여객의 타
고 내림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출입문 개폐확인을 소홀히 함

60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고속
철도

[ 방검수에 필요한 자료확보  이를 활용한 사 방을 하지 못한 과실]
[고장 조치과정에서 미숙한 취 ]
ㆍOOO역 출발 기  공제동표시등(LS-BK-01)이 등되면서 제동이 풀리
지 않아 응 조치하는 계로 동역을 14분 지연 출발, 서울역에 13분 지연 도
착한 장애
ㆍATS 계 기의 이 불량하여 비상계 기에 원이 통하지 않으면서 제
동 완해라인 단락, 공제동표시등이 등되면서 제동이 풀리지 않아 발생
ㆍ불량 계 기 신품교환후 정상기능이 확보 된 으로 미루어 부품결함에 의
한 원인과 동 부품에 한 방검수가 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었던 것
으로 단되며, 고장 발생후 한 조치를 하지 못해 열차지연이 가 되었음
ㆍ정기검수후 10일만에 장애가 발생되었던 것은 방검수에 필요한 자료확보 
 이를 활용한 사 방을 하지 못한 리책임자의 과실

ㆍ차량고장 조치과정에서 미숙한 취 으로 열차를 지연시켰으며, 출발신호기 
확인취 을 소홀히 하여 지연을 가 시킨 ☆☆☆ 기장의 책임이 있음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차량본부 부장

ㆍ기 사
운

기기/응 조
치

O1 M

61
운행
장애

차량
고장-
고속
철도

[제한속도 반]
ㆍOO행 ☆☆☆가 ◎◎~◇◇간을 운행 에 운 실 열차상태 표시패 에 기계
장치고장표시등(LS-ME-FA-01)  4번 모터블럭 고장표시등
(LS-ME-FA-04)가 등되어 기 사 단말기(TECA)의 고장조치안내(F1)을 
용, ◇◇역에 정차하여 6번 차의 공기제동장치를 차단하고 12분 늦게 출발
하여 종착역인 OO역에 OO분 늦게 도착한 장애
ㆍB축 차의 트리포드가 손되어 기계장치 고장표시등  4번 모터블럭 고
장표시등이 등된 것으로 단되며, 트리포드 손에 따른 고장조치 과정에
서 기 사 단말기의 오류 시로 기장이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 음
ㆍ□□-□□□□□ 하자조치
ㆍ기장 제한속도 반

운 기타 ㆍ기 사 운 기타 O1 V

62 운행 차량 [검수 소홀] 검/ 차량 검/보수 ㆍ차량 리원 검/ 차량 O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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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장애
고장-
동차

신형동차에 구형제어동차를 연결 후 ·후진 제어회로  출입문 제어회로의 
결선변경을 하지 않아 제어회로상의 불일치
ㆍ출고 검  CDC 부제어차 역 간 진 치에서 후진하는 역 기 오작
동으로 OO역 OO분 늦게 발차하여 ☆☆역 OO분 늦게 출발한 장애
ㆍ신형동차에 구형제어동차를 연결 후 ·후진 제어회로  출입문 제어회로
의 결선을 변경하여야 하나 출입문 제어회로만 변경하 고 제어회로 결선을 
변경하지 않아 장애 발생, 장애 발생후 조치지연으로 열차를 늦게 출고시킨 
책임

보수 소홀 ㆍ선임차량 리장 보수

63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동차

[검수소홀]
ㆍ새마을호 OO~☆☆간 운행  부제어차에서 배기가스가 분출되어 기 정지 
후 후부동차만으로 운행하다 ◎◎~◇◇간 상구배 운  견인력부족에 의한 
공 으로 정차후 ◎◎역 하본선으로 퇴행, 부제어차를 재가동하여 27분 지
연 출발한 장애
ㆍ주기  B 열배기다기  부커버 3개월 정기검수시 취부볼트 조임을 느슨
하게 함으로써 운행진동과 배기가스 압력으로 2일만에 취부볼트가 1개는 이완
되고 2개는 탈락되면서 열배기다기  부커버가 개방되어 배기가스가 다량으
로 출되어 화재발생을 우려, 기 정지하고 운 , ◎◎~◇◇간 상구배 구간
 견인력 부족으로 공  퇴행하여 지연운 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선임차량 리장

검/
보수

차량 O2 V

64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동차

[검수담당자 검수 불량]
ㆍ새마을호 열차가 운행 에 부제어차에 과온표시등이 등되면서 자연 정
차되어 구원 온 동력차를 부에 연결하여 도 운 한 장애
ㆍ편성차량의 간차의 제어잠바선이 정상 으로 구성되지 않아 공 시 공
표시등에 등을 못하여 제어하는 기 사로 하여  공 을 더욱 가 시킴은 
물론 그로인해 후부차 차륜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이차 으로 선로변 화재까지 
발생하게 됨
ㆍ공 발생을 나타내는 회로의 검수가 소홀하여 장애의 요인을 가 시켰으며 
검수 불량에 기인된 장애임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선임차량 리장

ㆍ선임차량 리장

검/
보수

차량 O2 V

65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동차

[일상검수 소홀]
[기 사 응 조치 소홀]
ㆍ새마을호 열차가 OO선 ☆☆☆역과 ◎◎역을 근  주공기 압력이 떨어지
는 상이 발생되어 역에 28분 늦게 도착후 후부동차 190호 제습기 바이
패스밸 를 개방조치하고 동역을 30분 늦게 출발한 장애
ㆍPMC190호의 경우 제습기 동결방지용 보온자켓이 취부되지 않아 제습기내
의 잔류수분에 의해 토출변이 동결되면서 주공기가 분출
ㆍ차량 리사무소에서 일상검수시 보온자켓을 취부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선임차량 리장

ㆍ차량 리원

ㆍ기 사

검/
보수

차량 O3 V



- 377 -

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다른 차량에 취부된 보온자켓의 구조  취부상태를 확인한 바 정상 인 취부
를 하 을 경우 운행  쉽게 탈락될 가능성이 희박함
ㆍ기 사의 경우 열차운행  주공기 압력이 하되어 기개소를 찾던  후
부 동력차PMC190호의 제습기 토출변으로 주공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부 동력차의 공기압축기만으로도 운 이 가능하여 190호 공기압축기에서 제

습기로 가는 공 변 콕크를 취 하 다고 주장하나, 주공기 압력 하 상이 
발생될 경우 제습기 바이패스 밸 를 취 하는 등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에도 주공기  컷트  공기압축기 제어스 치off 등 치 못한 응 조치로 
인하여 열차지연을 가 시킴

66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디젤

[차량 리원 검수 소홀]
ㆍ무궁화호 열차 OO역 O분 연착하여 출발  부하상승 불능으로 ☆☆역 입환
기를 부에 연결하여 ☆☆역 OO분 연발하여 ◎◎역 OO분 연착함
ㆍ주발 기 콜넥터링 상,하  러쉬와 홀더가 용착되고 콜넥터링 표면에 요
철이 심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아 러쉬와 홀더간에 이물질이 개입되면서 

항으로 홀더에 끼워져 있는 러쉬가 활동환과 마찰되면서 아크가 발생되
어 용착, 주발 기계자에 공 류를 공 하지 못하여 발  불능 상태가 됨
ㆍ월상검수 시행 2주후 주발 기 콜넥터링 상,하  홀더와 러쉬가 용착되었
다함은 1개월 검수시 주발 기에 한 공기청소  각부 검을 시행하면서 
홀더와 러쉬간의 습동상태에 한 확인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 장

ㆍ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O3 V

67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디젤

[차량 검수 소홀]
ㆍ무궁화호 열차가 OO~☆☆역 사이를 운행  축상 발열로 연기 발생되어 ☆
☆역 하부본선 7분 늦게 도착하여 불량기를 해방하고 동역을 33분 지연 출발
한 장애
ㆍ축상 윤활불량으로 차축 부 발열 손
ㆍ검수담당자는 1년 검수시 차륜교환 검수를 시행하면서 축상윤활유를 만충으
로 보충하 다고는 하나 축상 분해검수후 윤활유를 부족하게 보충하 거나 축
상을 차축에 조립후 내부의 각 부품에 기 윤활시 자체소비되어 윤활유가 부
족한 상태에서 출장되어 차륜교환후 23일째 운행  차량고장이 발생함
ㆍ차륜교환 검수시 축상분해 조립후 축상 유 검수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차량 리 장

검/
보수

차량 O2 V

68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디젤

[검수불량]
[조치 소홀]
ㆍ무궁화호가 OOO~☆☆☆역간 운행 에 기 이 정지되어 ☆☆☆역에 구원을 
요구하고 ◎◎◎ 입환기가 구원 출동하여 ☆☆☆역에서 연결하고 OO분 지연 
출발하여 ◇◇역에 O시간 OO분 지연 도착한 장애
ㆍ기 차에 순간 으로 과 압이 유입되면서 압조정기 모듈 회로차단기가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기 사

검/
보수

차량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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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동작되었고 이때 무 압계 기가 동작하면서 기 이 정지됨
ㆍ월상검수에서 압 측정  압회로 연 항 측정 등의 검수를 시행하
으나 6일만에 동 회로계통에서 차단기가 동작되었던 으로 보아 방검수 불
량에 기인한 장애로 단
ㆍ구원기 차를 연결하고 운행도  제동완해 불량으로 열차지연을 가 시킨 
기 사에 하여도 조치소홀의 책임이 있음

69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발
차

[차량검수 소홀]
ㆍOO역을 떠나 ☆☆☆☆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역 사이를 운
행  객차 원공  불량으로 임시조치 후 운행하 으며 □□, △△△ 근하
는 과정에서 기 이 정지된 발 차 1, 2호기 재 기동후 출발하 으나 운행  
동일 상 반복되어 여객불편  열차운행이 지연되어 종착역인 ☆☆☆☆에 
OO분 지연 도착한 장애
ㆍ연료탱크 내부의 이물질(수분, 꺼기)이 연료흡입 여과망에 흡착, 엔진에 
연료공 이 불량하여 압 상으로 기  정지됨
ㆍ정기검수 과정에서 연료탱크 내부의 상태에 한 확인검수를 소홀히 하여 
이번 장애를 사 에 방하지 못했던 것임, 정기검수후 하루만에 장애를 유발
시킨 검수담당자에게 방검수 소홀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O3 V

70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동
차

[응 조치 미흡]
ㆍ 동열차가 OO~ ☆☆역 사이 운행  비상제동이 걸려 정차 후 ATC를 차
단하고 운행, ◎◎역 도착·출발할 때 비상제동이 걸린 후 제동이 풀리지 않아 
계속 운행할 수 없어 승객을 하차시킨 후 뒤따라 운행하는 동열차를 구원받
아 분당차량기지로 회송조치하는 약 49분 동안 동열차 운행을 지장한 장애
ㆍATC 원공 장치 PS에 써지가 침투하여 원공 장치의 앞부분(입력부
)에 치한 항기가 소손, ATC 기능이 정지되어 비상제동이 체결된 것임

ㆍ기 사는 매뉴얼에 따라 ATC를 차단하고 제동을 풀은 후, 다음역인 ◎◎역
까지 45km/h 제한속도로 운행하 으며 이는 정상조치로 사료됨
ㆍ기 사가 ◎◎역에서 ATC 차단스 치(ATCCOS)의 기능상태 확인을 해 
"정상" 치로 환하는 과정에서 재차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비상제동개방스
치(EBCOS) 취  등 수차례 제동을 풀려고 시도하 으나 체결된 제동이 풀어
지지 않아 구원열차를 요구함, 당시 차량상태는 기계 으로 제동이 풀려있었
으나 모니터상에는 "비상제동체결"이라고 표시되어 기 사는 제동체결 상태로 
인식
ㆍATC 원장치에 한 검수소홀 여부는  검수시스템상 일선 취 자에게 
직  책임을 묻기 곤란
ㆍATC 불량으로 ATC 차단 후 제실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기 사 운
기기/응 조

치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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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차를 소홀히 하는 등 응 조치를 미흡히 한 기 사에 해 책임을 물을 것
임

71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동
차

[검수불량]
ㆍ 동열차 OO OO역에 진입  고상홈 정지 치 부근 안 선 밖에 서 있는 
승객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어 정차, 승객취  후 출발하기 해 제동을 
풀었으나 풀리지 않아 뒤따라 운행하는 동열차를 구원받아 고장열차 후부에 
연결, ☆☆ 차량기지로 회송함( 장 OO분 정차)
ㆍ주공기 과 공기호스를 속시키는 속부(유니온) 나사산의 상태가 양호한 
으로 보아 4년 검수시 검수작업을 소홀히 하여 나사를 완 히 조이지 않아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서서히 풀려 일부 나사산에 걸려
있다가, OO OO역 진입  비상제동 체결시 충격이 가해져 주공기호스가 속
부를 이탈하여 주공기가 충기되지 않아 제동이 풀리지 않아 발생된 장애로 
단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검수담당자

ㆍ기 사?

검/
보수

차량 O3 V

72
운행
장애

차량
고장-

동
차

[차량검수 소홀]
ㆍ 동열차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EBCOS 비상제동 개방스 치를 취 하고 운
행하 으나 도운행  수차례에 걸쳐 동일 상이 재발되어 OO역에 OO분 
늦게 도착, 승객을 뒤따라오던 동열차에 환승조치하고 운행을 지한 장애
ㆍ 동열차의 5659호차 2 측 기연결기가 탈락된 원인은 러그를 리셉터
클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커 러내의 핀이 셉터클 안내홈 끝단에 완 히 결
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고되어 열차 운행  발생되는 차량의 진동에 의하여 
차 이완되면서 불량으로 인한 자동비상제동 체결 상이 발생되었고 당

시 승무원이 EBCOS 비상제동개방스 치를 취 하고 운 하 으나 퍼연결
기의 러그가 완 히 이완·탈락되면서 손되어 기연결기가 분리된 후부 3
량(5659,5759,5159)에 제동완해 불능  제어불능 상이 발생된 것임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검/

보수
차량 O2 V

73
운행
장애

차량
고장-
화차

[장애발생시 조치 소홀(기 사·열차운용 장)]
ㆍ화물열차 운행  편성18량째 화차에서 완해불량이 발생하 고, 완해불량으
로 인해 달궈진 제륜자의 편이 상기지  부근 선로변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
생, 화재를 진화하는 동안 열차운행을 지장한 장애
ㆍ화차 삼동변 내 주막  조립체 내부에서 상·하운동을 하며 제동  완해작
용을 하는 동공기 충·배기 밸 에 도포된 내한용 윤활제가 검은색으로 변색
되어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공기 충·배기 밸 가 밸  
홈과 미끄럼 운동시 발생된 이물질(연마분)  압력공기에 포함된 수분이 윤
활제와 혼합, 변성되며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일시 으로 완해불량 상
이 발생한 것으로 단됨
ㆍ화차 삼동변의 일시 인 작동불량으로 완해불량이 발생된 상태에서 련자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기 사

ㆍ열차운용 장
운

기기/응 조
치

O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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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들이 즉시 정차조치 후 차량상태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 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 음
ㆍ기 사: 장애발생  OO~☆☆역 사이를 운행  부기 사로부터 열차후부에 
불꽃이 튄다는 통보를 받았고 ☆☆역  ◎◎역에서도 열차의 후부에서 불꽃
이 튄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역 진입시 본인이 차량상태를 재확인하는 과
정에 열차 후부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하 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차량상
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단하여 열차를 □□역까지 
운행한 것으로 보아 장애 발생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됨
ㆍ◎◎역 열차운용 장은 △△선 제사로부터 화물열차 후부에 완해불량차가 
발생하 으니 열차를 정차시켜 확인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2번선은 유효장이 짧고, 3번선에 정차시 동차 취 에 지장을 주며 당시 
단독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등으로 본인이 임의 단하여 제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상태가 불량(제륜자가 달궈진 채 불꽃이 튀는 상태를 본인
이 확인)한 화물열차를 □□역까지 운행토록 하여 장애발생시 조치를 지연
한 잘못이 있음

7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선로 환기(표지부) 쇄정 상태 확인 소홀]
ㆍ단행기 차 역구내 비상 기를 해 제실의 장내 수신호 생략 승인을 받
아 구내 #2번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P25A호 선로 환기를 통과하며 기
차 후부 차가 궤도를 이탈한 장애
ㆍ역무원이 조작  취 을 하고 장에 출동한 후 P25A호 선로 환기(표지
부)가 정  방향으로 개통된 상태여서 첨단 착 상태만 확인하고 기 차를 
진입 시켰으나 사고발생 후 확인한바 리버  롯트가 완 히 쇄정되지 않은 상
태 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이 에 선로 환기 리버  롯트가 완
히 쇄정되지 않은 상태 으나 쇄정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기 차를 진입시
켜 운행에 따른 진동으로 선로 환기 첨단이 유동되며 기 차 부 차는 정
상 인 #2번선으로 진입하 으나 후부 차가 이선 #1번선으로 진입한 것으로 
단됨

신호/
신호보
안장치

선로 환기 취
 불량

ㆍ역무원
신호보
안장치

- C2 S

75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선로 시설물 유지·보수 소홀]
[선로 환기 쇄정상태 확인 소홀]
ㆍ기 차 열차조성을 해 OO역 구내 측선 #8번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P256호 추 붙은 선로 환기를 통과하던 보조기 차 후부 차가 궤도를 이탈
한 장애
ㆍ장애가 발생한 P256호 추붙은 선로 환기부의 양측 텅 일  기본 일이 
약 10mm정도 부상되어 있어 기 차 진입등으로 텅 일에 하 이 작용시 침
하되며 일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려나는 상이 발생되고 련기 차가 통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선임시설 리장

ㆍ계약직 역무원

검/
보수

선로 O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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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과할 경우 텅 일 히루부에 하 이 걸리면 텅 일 첨단이 벌어지고 하 이 
제거되면 첨단이 다시 착되는 상이 발생됨
ㆍ구내 #8번선으로 기 차가 진입하는 과정에 기 차 부에 승차한 역무원
(계약직)이 P256호 선로 환기 방에서 하차하여 첨단의 착상태  선로
환기 쇄정상태를 확인하고 기 차를 유도했어야 하나 진행 인 기 차에 승차
한 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기 차를 진입시켰음

76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입환 의  입환작업방법 불량]
ㆍOO역 8번선에 도착한 도착객차(객차8+발 차1)를 북쪽인상선을 경유하여 
추진입환으로 차막이가 설치된 세척 2번선에 선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객
차9량이 연결된 것을 8량이 연결된 것으로 임의 단하고 세척2번선 간지
에서 차막이와 입환객차간 거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입환차량을 유도하여 맨 
앞 발 차가 차막이를 손시키고 앞 차가 궤도이탈한 장애
ㆍ9량 연결된 객차를 8량 연결로 임의 단한 역무원이 세척2번선 차막이와 
맨 앞 발 차간 간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환 호를 계속하여 발 차가 자갈더
미를 지나 차막이를 손시키고 앞 차가 궤도이탈한 것임
ㆍ차막이가 설치되어 특히 입환작업시 주의를 요하는 세척선에 장 차량을 추
진으로 입환작업시 후부확인(차막이와 입환차량간격) 소홀  입환차량 차 
확인을 결한 것이 장애발생의 원인임

운 진로확인 소홀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수송담당 역무원
운 기타 O1 S

77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장비운 원의 운 취  방법 불량]
ㆍ모터카가 운행  맨 앞 트로리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모터카 1량이 탈선되어 
본선을 지장한 장애
ㆍ모터카 2량 앞에 트로리 연결 운행하면서 맨 앞에 연결된 량이 가벼운 트
로리가 열차 진동등에 의해 부상 탈선되면서 모터카가 탈선된 것으로 이는 장
비운 자의 운 취  방법이 불량하여 발생된 것임

운 기타
ㆍ장비운 원

ㆍ장비운 원
운 기타 O1 M

78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입환취 방법 불량]
ㆍ본선 2번선에 도착한 모터카가 여객열차를 피하기 하여 입환표지를 측
선2번으로 개통시킨 후 무선 호에 의거 측선2번으로 진입  57호 선로 환기
상에서 모터카 앞뒤축이 탈선되어 앞축은 측선2번, 뒷축은 측선1번으로 이선
진입한 장애
ㆍ측선 1번선에 기 인 OO열차를 본선 2번선에 선하려고 조작  취 시 
역장이 측선 2번에 OO열차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취 하여 57호 선로
환기를 할출하고 진출했으며 할출사실을 몰랐음
ㆍ이후 역무원은 본선 2번선에 도착한 모터카를 측선 1번선으로 선하려고 
측선 1번선 진로취 시 57호 장애발생되어 측선 2번으로 취 (장애원인 확인 
소홀)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역장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수송담당 역무원

입환
신호보안장

치
O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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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79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제2종기계작업시 도상자갈 살포작업 불량]
ㆍOO하1선(일반열차 운행선) ☆☆~◎◎역사이에서 2종 기계작업을 시행하던
보선장비(모터카+자갈화차2량)가 자갈살포 후 ◎◎역으로 돌아오기 해 추진
운   자갈살포 작업지 을 통과하던 모터카의 앞 차(바퀴4개)가 궤도를 
이탈하여 열차운행을 지장함
ㆍ일부구간에 많이 살포(최  일면상에서 35cm까지 살포)된 자갈이 차체가 
낮은 모터카의 면안 ( 일면상에서 17cm 치) 으로 려 들어와 모터
카 차체가 들려 올려지면서 맨앞 1,2  차축이 궤도이탈한 것임

검/
보수

선로 검/보수 
불량

ㆍ시설 리장(작업책임자)

ㆍ장비운 장( 리감독자)

검/
보수

선로 O1 S

80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선로 환기 취  소홀(할출  할입)]
ㆍ역 구내에서 화차25량을 차입하기 해 입환작업을 하던  센터선에 14량
을 해방하고 나머지 11량을 #19번선에 해방하기 해 인상하던  부로부터 
8량째 화차가 P100호 선로 환기 상에서 궤도를 이탈한 장애
ㆍ본무 입환취  담당직원이 #19번선의 선로 환기 P107호를 취 한다는 것
이 정상(정 ) 으로 취 되어 있던 센터선의 P100호 선로 환기를 잘못 취
(반 )하여 발생

신호/
신호보
안장치

선로 환기 취
 불량

ㆍ수송담당 역무원 입환
신호보안장

치
O1 S

81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차량 리 소홀]
ㆍ화물열차가 역 3번선에 도착하여 화차 1량을 해방하기 하여 7량을 가지고 
인상하여 1번선에 1량을 해방하고 다시 3번으로 선하기 하여 인상 에 
P27호 선로 환기 방 약 57m 부근에서 부3량째 화차 앞,뒤 차  4량째 
화차 앞 차가 궤도를 이탈한 장애
ㆍ차의 차륜답면에 제동완해 지연으로 차륜답면이 찰상이 발생된데다가 찡이 
두껍게 붙어 있었고 제동장치 기능시험 결과 완해지연으로 제동불량이었으며 
제동장치 분배변 안에 쇳조각이 유입되어 있어 제동완해 지연을 래하고 있
었음
ㆍ차륜답면에 찡이 두껍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노반침하와 역캔트가 있는 
S곡선을 통과할 때 차륜이 궤도를 올라타 진행  탈선한 것으로 단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선임차량 리장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선임차량 리장

ㆍ선임차량 리장

ㆍ시설 리분소장

검/
보수

차량 O2 S

82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열차운용원이 진로 잘못 개통]
[수송담당역무원의 진로확인 소홀]
ㆍOOO역 #6번선에 도착한 소화물열차가 도착조성을 구분하기 하여 남쪽 
기회선으로 인상한 후, 추진으로 입환  입환작업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던 
열차운용원이 #10번선으로 진로를 개통하여야 하나 유조차 1량이 유치(차량
한계표지 바깥쪽)된 #11번선으로 진로를 개통

ㆍ수송담당역무원이 진로확인을 소홀히하고 입환차량을 이동하다가 유조차와 
격돌, 유조차가 구르면서 이때 #11번선에서 컨테이  화차 7량을 연결, 조성 7
번선으로 추진 입환하고 있던 입환기 6량째 화차 측면과 하면서 화차 2량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수송담당역무원

ㆍ수송담당역무원

입환
신호보안장

치
O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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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이 탈선
ㆍ수송담당역무원과 열차운용원의 입환작업 불량  차량을 차량 한계표지 
바깥쪽에 유치하여 발생

83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입환작업  신호취  불량]
ㆍ1번선에서 화차17량을 연결하여 인상  하선 장내취 을 하면서 계 철기
인 51호 B 철기가 도 환되어 기 차 부 차는 인상선으로 후부 차는 
하행선으로 진입하고 차  화차 부 차 하본선에서 탈선하여 상하본선 지장
함
ㆍ1번선에 유치된 37량 유치화차  공차 17량을 연결하기 하여 단기로 진입
하 으나 입환표지 외방에 치하게 되어 (후방쪽도 유효장의 여유가 없음) 
입환표지 시 없이 인상하게 되었고 계 철기와 련없는 10번선 장내신호
기를 취 하려다 계 철기와 련된 9번선 장내신호기를 취 하면서 도  
환됨

신호/
신호보
안장치

선로 환기 취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역장

ㆍ 리역장

ㆍ기 사

ㆍ지역본부 업기술처장

입환
신호보안장

치
O1 S

8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개통상태 확인소홀로 할출 할입]
ㆍ입환기로 실은화차 16량을 8번선에 인출하고 입환기만 분리하여 P201호를 
경유하여 11번선 빈화차 16량을 OO선에 차입하고, 입환기를 8번선 화차 16량
에 연결하고 추진운 으로 입환기가 P28호를 2~3량 지나 정차(후부화차 3량
반이 P201호를 지나 정차됨)한 다음 역무원의 입환 호(수 호  무선 호)
에 의거 본선방면으로 약 50m 인상  갑자기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자연정차 
후 확인한 결과, 부로부터 12, 13량째 화차가 궤도이탈되고 선로가 손된 
장애임
ㆍ11번선 개통된 것을 8번선 개통된 것으로 착각하고 무선입환 호를 시하
여 추진입환  후부화차 3량반이 P201호의 텅 일을 할출한 후, 다시 할입한 
것이 원인
ㆍ후부조차(계약직)의 경우 입환취 담당자는 입환작업을 하기 에 선로 환
기 개통방향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입환 호를 하여야 하나 입환차량이 P201
호를 할출 하 고, 입환작업 완료  임의로 사무실로 들어와 사고발생을 뒤
늦게 인지하는 등 수송담당 역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함
ㆍ주조차 역무원의 경우 P201호가 11번으로 개통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입환조 배치 2일째인 후부조차에게 입환작업에 한 주의는 구하지 않고 후
부조차의 무선 호만 으로 믿고 입환차량을 유도하여 차량탈선을 야기시
킨 것은 입환작업에 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신호/
신호보
안장치

호취  불량

ㆍ계약직 수송원

ㆍ수송담당역무원

ㆍ역장

입환
신호보안장

치
O1 S

85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차량검수 소홀]
ㆍ회송열차가 ◎◎OOO 4번선에서 출발하여 P84A 부근을 지나던 , 부에
서 3량째 객차의 앞 차 2 축 바퀴2개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함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차량 리원

ㆍ차량 리 장

검/
보수

차량 O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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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ㆍ연결기 테일핀 손, 재질분석결과 탄소함유량과 인장강도 항복 에서 기
치를 벗어났음, 테일핀의 재질불량이 주요인이고 입환시 발생되는 충격량이 
가 요인으로 작용함
ㆍ2년검수의 ◎◎차량 리단은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사무소의 사업검수 
 일상검수는 사 에 발견하지 못한 은 소홀하 다고 단됨

86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운 취  불량으로 인한 선로 환기 할출할입]
ㆍ화물열차가 OO역 #10번선에 도착하여 편성화차 5량  2량을 #11번선으로 
선하기 해 화차2량을 가지고 북부인상선으로 인상하 다가 추진운 하여 

#11번선으로 고 진입하던  P40호 선로 환기 부근에서 부 화차 2량이 1
개 차씩 궤도를 이탈한 장애
ㆍ화차 탈선의 원인은 역구내에서 단행기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출발선
이 아닌 인 선의 신호를 취 한 채 열차를 출발시켜 선로 환기를 할출하
고 이후 동 선로 환기를 진입하던 입환차량이 궤도를 이탈한 것
ㆍ신호취 시 열차 출발선이 아닌 다른 선로에 한 신호취 을 한 신호취
자와 인 선의 신호를 자기 선로의 신호로 오인하고 기 차를 운 한 동력차 
승무원에게 책임이 있음

신호/
신호보
안장치

신호취  불량

ㆍ열차운용원

ㆍ기 사

ㆍ열차운용 장

ㆍ부기 사

신호보
안장치

- O1 S

87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유치차량 구름방지 결  진로확인 소홀]
ㆍ조차장 하선 구내 13번선 유치화차 12량이 남쪽으로 유동되어 맨앞 화차의 
앞 차가 15번으로 개통된 P83호 텅 일 (약2.9m 진입)에 정차된 것을 역
무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환기로 4번선의 빈화차 27량을 연결하여 남
부인상으로 인상하 다가 부화차 10량을 15번선으로 돌방입환하던  P83
호 부근에서 돌방화차가 유동된 화차에 격돌  연결되어 리면서, 유동화차 
OO호의 뒷 차와 돌방화차 OO호의 앞 차가 궤도 이탈됨
ㆍ하구배 선로에 유치된 차량에 한 구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이 유동
된 과 도확인 곤란한 장소에서 입환작업시 진로상태 확인  후부조차와 
긴 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임

운 유치차량 유동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역무 장

입환 차량 O3 V

88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수송담당역무원 선로 환기 취  결여]
[기 사·부기 사 선로 환기 확인 소홀]
ㆍ견인운 으로 화차 5량을 1번선에 리 후 P402를 경유하여 2번선으로 돌
아 나올 때 반 상태로 방치한 채 1번선 5량을 추진으로 작업선에 차입하고 
나올 때 할출할입하여 기 차 탈선함
ㆍ수송담담역무원의 선로 환기 취  결여, 기 사·부기 사의 선로 환기 확
인 소홀

신호/
신호보
안장치

선로 환기 취
 불량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기 사

ㆍ부기 사

신호보
안장치

- O3 S

89
운행
장애

차량
탈선

[ 방진로 확인 소홀(수송담당역무원·기 사)] 신호/
신호보

기타 ㆍ수송담당 역무원 입환
신호보안장

치
C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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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선로 환기 할출 후 안 조치 소홀(열차운용원·수송담당역무원·기 사)]
ㆍ역구내 입환기로 OO선 #4번선에 유치된 벌크차(공차) 10량을 연결후 역#12
번선에 유치하기 하여 약 20km/h의 속도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제12호 입환
표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인출  열차운용원의 무 통보를 받고 
정차시 부로부터 6량째 화차 앞 차는 제22B호 선로 화기를 지나고(할출) 
뒷 차는 지나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여, 열차운용원의 퇴행 무 통보를 받고 
퇴행할 당시에는 앞 차는 OO선, 뒷 차는 본선쪽으로 이선진입되어 일을 
타고 약 64m 거리를 려가다가 22A 선로 환기를 지나면서 본선쪽과 OO선
의 선로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부로부터 6량째 화차 2,3,4  축이 궤도를 
이탈한 후 약 4m 지나서 정차함, 5량째 화차부터 앞,뒤 차 모두 본선쪽으로 
진입됨

안장치
ㆍ기 사

ㆍ열차운용원

90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수송담당역무원 입환작업 에 선로 환기 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입환
호를 시행]
ㆍ역구내 용A선에 유치된 무연탄 실은 화차 8량을 인출하기 하여 입환기
를 유도하여 용A선으로 진입  P301호 추붙은 선로 환기 부근에서 입환기
의 맨 앞축 1,2  차륜이 선로좌측으로 궤도 이탈됨
ㆍ 부조차는 제301호를 확인시 표지가 용A선으로 개통된 것만 확인하고 
경미하게 굴곡된 연결간과 약간 벌어진 텅 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입환기에 
하여 오 라 호를 하 음

신호/
신호보
안장치

호취  불량 ㆍ수송담당 역무원 입환 호 C2 S

91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 운 취 방법 불량]
ㆍ화물열차가 약 76km/h의 속도로 OO역 구내 본선으로 진입하던 , 정지
치를 지나 안 측선으로 진입하여 차막이를 돌 하면서 기 차  맨앞 화차 
앞·뒤 바퀴 모두와 2량째 화차 앞바퀴 4개가 궤도를 이탈함
ㆍ장내주의 신호를 뒤늦게 확인하고서도 비상제동을 체결하는 등 긴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상용제동을 걸은 후 별다른 긴 정차조치를 하지 않은 기
사의 운 취  방법이 불량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지도 장

운 제동 O3 M

92
운행
장애

차량
탈선

[기 사: 신호 시 상태 확인 소홀  제한속도 미 수]
[열차운용원: 선로 환기 취  소홀]
ㆍ화물열차가 OO역 구내로 진입하던  P23A호 선로 환기 부근에서 기 차 
앞 차가 궤도를 이탈
ㆍ화물열차 기 사가 ATS 구간채  스 치를 5 시 치로 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 시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과하여 운 하면서 
장내 정지신호가 시되어 있는데도 뒤늦게 비상제동을 걸었음
ㆍ운 취 자가 열차의 기외정차 여부 등 열차 운행상태 확인하지 않은 채 선
로 환기를 환 취 하여 기 차 앞 차가 환 에 있는 선로 환기 첨단

운 신호확인 소홀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열차운용원

ㆍ승무사무소 분소장

ㆍ승무사무소 소장

운 신호 C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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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사이로 진입하면서 궤도를 이탈

93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장비운 원의 업무소홀]
ㆍ공사열차가 운행 도  장 일트로리와 10톤 트로리 사이의 연결 이 분리
되면서 뒤쪽의 10톤 트로리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궤도이탈
ㆍ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장 일트로리를 10톤 트로리에 재하지 않고 혼합 
조성하여 연결장치의 높이차(155mm)때문에 궤도이탈의 험성을 내포한 상태
에서 연결 의 구심 이 맞지 않아 규격품의 연결핀을 사용하지 않고 크로싱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 후 연결핀을 쇄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 25km/h
를 과하여 운행함

운 기타 ㆍ장비운 원 운 기타 O2 V

94
운행
장애

차량
탈선

[수송담당역무원·기 사 입환작업방법 불량]
ㆍ화물열차가 OO역 구내 5번선에 도착하여 편성화차 21량  12량을 구내 3번
선에 해방하고 기 차는 6번선을 경유 5번선 후부로 진입, 남겨놓은 9량을 연
결, ☆☆ 용선에 추진으로 차입하여 7량을 해방할 목 으로 진입  정차
치를 실당하여 ☆☆ 용선 끝 지 에 설치된 차막이와 옹벽에 , 최 부 
화차 1량이 부상 탈선한 장애
ㆍ수송담당 역무원의 입환작업시 통고  주의의무 소홀과 입환용품 미휴  
 무선입환방법 불량

ㆍ기 사, 부기 사의 입환 호  방진로확인 소홀
ㆍ역장은 계처에 보 지연

신호/
신호보
안장치

호취  불량

ㆍ수송담당 역무원

ㆍ기 사

ㆍ역장

입환 호 O3 S

95
운행
장애

차량
손

[세척고 통과시 운 취  차 미 수]
ㆍOO역에 도착한 ☆☆☆ ◎◎열차가 D29 열차로 OO고속철도차량 리단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없는 자동세척고를 통과하면서 팬터그래 를 상
승시켜 팬터그래 가 차선 가동 래킷과 , 손된 장애
ㆍ 부 운 실이 세척고를 통과한 다음 방에 설치된 팬터바꿈 표지 설치지
에서 팬터를 비상팬터로 화하여야 함에도 세척고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팬

터 환취 을 하여 비가선 구간에서 비상팬터가 상승되면서 차선 래킷과 
, 손된 것임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기 사

ㆍ지도 장
운

기기/응 조
치

O1 M

96
운행
장애

차량
손

[제동취  소홀(기 사)]
ㆍOO차량사무소내 입고선에서 차  방에 기 차를 유치시키기 해 진입
하는 과정에서 차  방에 유치되어 있던 다른 기 차와 격돌, 양쪽 기
차 일부가 손된 장애
ㆍ기 차 진행  방의 유치차량을 발견한 부기 사가 격돌지  약 3량 방
에서부터 기 차와의 연결거리를 지 확인 하 으나 기 사는 평상시 DL7200
호 의 기 차를 유치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기 차의 승강  치를 구내 기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운 제동 O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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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사실 앞에 설치된 하차용 발 치에 맞춰 정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동취
을 하지 않고 진행하 고 부기 사가 지 확인하고 있는 것을 하차용 발

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기 사가 방투
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단으로 제동취 을 소홀히 하여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단됨

97
운행
장애

차량
손

[입환작업 착수  유치차량 유무 등 기 사와 수송원간 사  입환 의 소홀]
ㆍ#9번선에 유치된 회송열차 최후부에 연결된 불량 발 차를 #14번선에 해방·
유치하기 해 구내 입환기가 편성12량을 연결하고 북부인상선으로 인상하
다가 #14번선을 향해 추진운 으로 진입하던  유치되어 있던 차량 3량과 격
돌, 9량의 차량 연결장치 일부가 손
ㆍ역구내 입환 작업 착수  입환작업 순서·방법  유치차량 유무등에 한 
계자(수송원, 기 사)간 입환 의가 소홀

신호/
신호보
안장치

호취  불량
ㆍ기 사

ㆍ수송담당 역무원
입환 호 P2 M

98
운행
장애

차량
손

[ 련디젤기 차의 피제어(후부) 기 차에서 운 취 하면서 련콕크를 제어
치(본무 운 치)로 환하지 않아 제동기능 상실(기 사)]

ㆍ무궁화호 열차가 OO역 5번선에 도착, 기 차를 교체( 기기 차→디젤기
차)하는 과정에서 기기 차를 먼  떼어낸 후 북부인상선에 출고하여 기
인 련 디젤기 차가 5번선에 유치 인 동 열차편성 차량에 연결하기 해 

약 20km/h로 진입하던  제동이 걸리지 않아 동 열차편성차량과 격돌, 승객 
다수가 부상하고 8량의 객차 연결장치가 일부 손
ㆍ 부기 차에서 운 하여 OO역 북부인상선으로 올라갔을 때 무궁화호 열차
가 도착하면 곧바로 5번선으로 진입하기 해 후부기 차 운 실로 옮겨타는 
과정에서 후부기 차의 련콕크를 환해야 한다는 것을 실념하고, 피제어
치인 후부기 차에서 그 로 운

운
기기취 /응
조치 소홀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지도 장

ㆍ승무사무소 소장

운
기기/응 조

치
O3 S

99
운행
장애

차량
손

[억측운 (기 사)  입환작업 방법 불량(역무원)]
ㆍ입환기로 13번선 객차 9량을 연결하여 북쪽으로 415m를 인상 후 추진으로 
12번선 유치화차 12량에 연결하는 추진입환 과정에서 선로형태 곡선  입환
차량이 장 한 계로 기 사가 입환 호  유치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조건
에서 역무원의 무선 호에 의거 추진입환을 시작한 후 상당시간(OO ) 무선
호가 없음에도 기 사는 미리 확인한 12번선 유치차량 치와 북쪽으로 인

상한 운행거리만 생각하고 약 250m를 억측운 (입환차량 길이 200m 망각)으
로 추진입환  "입환기 제"라는 역무원의 무선 호를 듣고 제동을 걸었으
나 미 하여 유치차량에 격돌된 것임
ㆍ기 사의 운 취  방법 불량, 입환작업시 억측 운
ㆍ수송담당 역무원의 입환작업 방법 불량
ㆍ부기 사의 긴  안 조치 유도 소홀

운 기타

ㆍ기 사

ㆍ부기 사

ㆍ수송담당 역무원

운 기타 O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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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유형 사건내용 사건원인 작업자 작업유형
오류

모드

오류

타입

100
운행
장애

차량
손

[진행방향 후  제어차 운 실에서 운 (기 사)]
[제동취  소홀(기 사)]
[긴  안 조치 유도 소홀(부기 사)]
ㆍOO역 구내 6번선에 조성된 화차 16량에 연결하기 하여 진입하는 과정에
서 기 사가 운 방향 맨 앞 운 실에서 운 하지 않고 후  운 실에서 추진
으로 진입  제동취  소홀로 유치화차와 격돌되어 기 차 연결기가 손
ㆍ출고 검시 운 실 바닥을 로 청소  허리를 삐끗한 기 사가 운 방향 
맨 앞 운 실로 운 치를 환하려고 승강 에 매달릴 때 허리에 통증을 느
껴 부기 사를 맨 앞 운 실에 승차시킨 후 추진으로 입환을 하 고 ☆☆본선
에서 6번선 화차에 기 차를 연결하려고 진입  측창문으로 역무원의 제
호를 확인하고 제동을 체결하려고 몸을 돌릴 때 허리 통증으로 만제동이 체결
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하다가 역무원의 정지라는 무선 호를 듣고 단독제동변
을 만제동 치로 하 으나 미 하여 유치화차에 격돌한 것임

운 제동취  불량
ㆍ기 사

ㆍ부기 사
운 제동 O3 S

101
운행
장애

차량
손

[수송담당역무원 연결기 쇄정상태 확인 소홀]
ㆍ소화물열차가 OO역 4번선에 도착, 맨앞 기 차를 분리하여 9번선에 유치된 
소화물차 1량을 연결, 입환작업을 완료 후 출발 , 동역에서 연결한 1량째 화
차와 2량째 화차가 분리되어 제동본 이 손된 장애
ㆍ수송담당 역무원의 입환취  소홀-연결기 확인 미흡

검/
보수

차량 검/보수 
소홀

ㆍ수송담당 역무원 입환 차량 C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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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차  내용

1 출무

① 출무표 서명날인

② 승무일지, 열차시각표, 무 기 인수확인

③ 승무일지로 도운행구간 서행 등 운행제한사항 확인

④ 열차시각표로 도역, 정차역 확인  출발시각 확인

⑤ 시행 달부 확인날인

⑥ 게시 교육  지시 달사항 확인

⑦ 사고사례와 운 주안 등 상황실 교육

⑧ 출무인사

2
동력차로 
이동

① 인계받을 동력차가 있는 출발선으로 이동

② 인계받을 동력차가 있는 유치선으로 이동

③ 인계받을 동력차가 있는 차량기지로 이동

3
출발  
차량 
검

① 동력차 외 검사

② 동력실  기계실의 기기상태  비품확인

③ 운 실의 상태  차량상태기록부(로그북) 확인

④ 제어  고장표시창  각종 계기등 정상 확인

⑤ 운 실단말기에서 F2:기술자료 검확인

⑥ 운 실단말기에서 F4:열차정보 안내

⑦ 운 실단말기에서 F6:사용자 등록

⑧ 운 실단말기에서 F7:제동시험

⑨ 열차 장과 미   업무교신

4 출발

① 출발신호기 진행 시 확인

②
무 기로 들려오는 "OO열차 기장님, 출발 하십시오"라는 열차 장 발차
호 청취

③ 출입문 닫힘등(PBL-CS-BL-01) 등 확인

④ 역 간(MC-FR-01) 방 치로 조작

⑤ 운 모드선택기(MC-TT-01) 견인 치로 조작

⑥ 주제동간(MC-BK-PN-01) 완해 치 확인

⑦ 주제어간(MC-IC-01) 견인 치로 서서히 이동

⑧ 출발신호기 통과 후 ATS 정상  응동상태 확인

5 가속

① 가속 필요 인지 (속도제한ㆍ곡선주로ㆍ상하구배 등의 표지나 신호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 견인 치 서서히 이동

③ 모터블럭 류계(AM-M-01,02,03) 확인

6 감속

① 감속 필요 인지 (속도제한ㆍ곡선주로ㆍ상하구배 등의 표지나 신호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 복귀시 최소 견인 치에 도달후 약 2 후 "0" 치 
이동

③ 감속은 기제동(MC-IC-01)  공기제동(MC-BK-PN-01) 병행취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①
연구간 고 시스템(GPS)에서 “ 연구간 고, 연구간 고 VCB를 

개방 하십시오” 음성 청취

② 선로변 연구간 고 표지 확인

③
주제어간(MC-IC-01)을 “0” 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 치 표시등
(LS-CO-TT-01)의 등을 확인

④
주회로차단기 스 치(SW-VCB-01) 내림(OFF)  주회로차단기 개방 표
시등(LS-VCB-01) 확인

[부록 2.2-5] KTX 기장 직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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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차  내용

⑤ 선로변 연구간 표지 확인

⑥
선로변 역행 표지 확인  역행표지 통과 후 차선 압계
(VM-HV-01)로 압 확인

⑦
주회로차단기 스 치(SW-VCB-01) 올림(ON)  주회로 차단기 투입허
용 표시등(LS-VCB-CS-01) 확인

⑧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버튼(PB-CS-VCB-01) 올림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①
연구간 고 시스템(GPS)에서 “ 연구간 고, 연구간 고" 음성 청

취

②
ATC 신호 시 패 C1에 ATC 자동 연구간 표시등(LS-NE-ATC-02)
의 등 확인

③ 선로변 연구간 고 표지 확인

④
차량상태표시패 의 주회로차단기 개방표시등(LS-VCB-01)  주회로차
단기 투입허용표시등(LS-VCB-CS-01) 등 확인

⑤
차선 압계(VM-HV-01)  모터블럭 1,2,3 류계(AM-M-01,02,03)

의 바늘이 내려갔다 올라가며 정 치에 놓이는 것을 확인

⑥ 선로변 역행 표지 확인

⑦
ATC 차상신호 C채 에 ATC 자동 연구간표시등(LS- NE-ATC-01/02)
의 소등 확인

9

기존선

 →

고속선 
진입

①
팬터그래  내림 고표시등(LS-DW-PTG-01) 확인  선로변의 팬터내
림 고표지를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을 “0” 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 치 표시등
(LS-CO-TT-01)의 등을 확인

③ 주회로차단기스 치(SW-VCB-01)를 내림(OFF)

④
팬터그래 선택기(SW-PT-01)를 “0” 치로 환 후 차선 압계
(VM-HV-01)가 “0” 치를 가리키는지 확인

⑤
“무 기를 TRS로 환 하십시오” 음성 청취 후 열차무선 화기 선택스
치를 내림

⑥ 선로변의 팬터내림 표지  팬터올림 표지 확인

⑦ 팬터그래 선택기(SW-PT-01)를 “NHSL" 치로 환

⑧
차선 압계(VM-HV-01)  모터블럭 1,2,3 류계(AM-M-01,02,03)

의 바늘이 정한 치에 놓이는지를 확인

⑨ 주회로차단기 스 치(SW-VCB-01) 올림(ON)

⑩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버튼(PB-CS-VCB-01) 올림

10

고속선

  →

기존선 
진입

①
팬터그래  내림 고표시등(LS-DW-PTG-01) 확인  선로변의 팬터내
림 고 표지를 확인

②
주제어간(MC-IC-01)을 “0” 치에 놓고 견인 주제어기 “0” 치 표시등
(LS-CO-TT-01)의 등을 확인

③ 주회로차단기스 치(SW-VCB-01)를 내림(OFF)

④
팬터그래 선택기(SW-PT-01)를 “0” 치로 환 후 차선 압계
(VM-HV-01)가 “0” 치를 가리키는지 확인

⑤
“무 기를 VHF로 환 하십시오” 음성 청취 후 열차무선 화기 선택스
치를 올림

⑥ 선로변의 팬터내림 표지  팬터올림 표지 확인

⑦ 팬터그래 선택기(SW-PT-01)를 “NEL" 치로 환

⑧
차선 압계(VM-HV-01)  모터블럭 1,2,3 류계(AM-M-01,02,03)

의 바늘이 “0” 치에 놓이는지를 확인

⑨ 주회로차단기 스 치(SW-VCB-01) 올림(ON)

⑩ 주회로차단기 투입허용버튼(PB-CS-VCB-01)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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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No.

직무 
이름

세부 수행 차  내용

11
도 역 
정차

① GPS에서 "OO역 입니다. 정차역인지 확인 하십시오" 음성 청취

② 열차시각표에서 정차역인지 확인

③ 장내 신호기에서 진입선 확인

④ 80km/h까지는 기제동을 사용

⑤ 80km/h이하에서는 공기제동을 사용

⑥ 계단제동  계단완해 사용

⑦ 정차역 정차 후 승강문 열림 름단추 름

⑧ 열차승무일지에 특이사항 기록

12
종착역 
정차

① 정차역 정지목표에 정확히 정차

② 홈 치에 맞게 출입문 취 하여 열음

③
시각표 확인하여 반복열차의 열차번호를 운 실단말기 F6키를 취 하여 
입력

④
운 실 분 함 회로차단기 상태 확인 후 차량상태기록부(로그북)에 각종 
회로차단기 탈출상태, 스 치 상태  인상태, 콕크 상태를 기록

⑤ 제동  공기를 주제동간(MC-BK-PN-01)을 사용하여 1.5bar로 감압

⑥ 제동 립스 치(S-BK-NE-01) "ON" 치

⑦ 주제어간(MC-IC-01) “0” 치

⑧ 운 모드선택기(MC-TT-01) "0" 치

⑨ 역 기(MC-FR-01) "0" 치

⑩
서비스유지버튼(PB-SR-01) "ON" 치로 한 상태에서 스 치 함 패 에 
있는 모든 스 치 "OFF" 치

⑪ 팬터그래 선택기(SW-PT-01) "0" 치

⑫ SB키(SB-01)를 이용하여 스 치 함 쇄정

⑬
제동 /균형공기 2  압력계(GA-CO-BK-01)를 이용하여 제동   균
형공기의 완 배기(게이지가 “0” 치로 떨어지면서 “0” 치)를 확인

⑭ 열차무선 화기 원공 스 치 "OFF" 치

⑮ 운 실 출입문을 베른키를 이용하여 쇄정

13

차량 
인계  
도착 
보고

① 차량상태기록부(로그북)에 인계사항(있을 시) 기록  인수인계

② 열차승무일지에 특이사항 기록

③ 고속기 차승무사업소로 이동

④ 당무 지도운 과장에게 특이사항(있을 시) 통보

⑤ 무 기  열차시각표 반납

⑥ 다음 교번 확인 후 퇴근

14 부수입환

① 부산역 도착 후 열차운용 장 열차무선 화기 확인 후 출입문을 닫음

② 입환표지 무유도등을 확인 후 입환속도 수하여 입환 시작

③
부산구내 유치선이 짧은 계로 주의를 기울여서 인상 후 서비스유지 취
하여 반 운 실로 이동

④
출발선까지 인상하는 경우는 운 실 교체 후 서비스취소 후 열차번호등
록, 제동시험 완료 후 인상 비

⑤ 입환 표지 무유도등을 확인 후 입환 속도 수하여 입환 시작

⑥ 출발선까지 인상 후 출입문 쇄정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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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무 일반열차 제 직무 세부 차

1

단선구간의 

교행 장소 

변경

1 열차다이어/DLP(L/S)/MMI에서 담당 권역 근하는 열차번호 확인

2 KROIS에서 해당 열차의 운행상황(지연시분) 확인

3 MMI에서 온라인 열차스 리의 열차시각을 실제 운행시각으로 변경

4 변경된 온라인 열차그래 (TG)로 변경할 교행 역을 단

5

교행 할 역이

 Local 모드인 경우

   - 교행할 역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로 교행역임을 통고

 CCM 모드인 경우

   - L/S에서 교행 역 장내신호 취

6 교행 역에 근하는 열차에 해 DLP(L/S)/폐색 화/KROIS로 열차 운행상황 감시

7

교행 역에 열차진입 완료 후

  Local 모드인 경우

    - 본선에 있는 열차의 출발을 DLP(L/S)/폐색 화/KROIS로 확인

  CCM 모드인 경우

    - 본선에 있는 열차의 출발을 하여 L/S에서 장내신호 출발 취

2
복선구간의 

교차

1 건 선을 운행할 열차(사  계획된 열차 는 임시운행할 열차)의 스 을 KROIS  MMI온라인스 을 통해 사 에 악

2 재 그 열차의 운행상황을 KROIS/DLP(L/S)로 확인

3 건 선을 운행할 열차가 정차할 해당역 열차운용원/역무과장과 착선 계 지정에 해 제직통 화로 의

4 인 선 제사와 열차에 한 처리여부 구두/ 화로 의

5
열차다이어/DLP(L/S)/MMI를 통하여 한 시간(열차의 빈도가 은 시간 는 상 열차의 지장을 덜 주는 시간 는 민원발생이 

은 시간)을 선택

6 재운행 인열차의 해당권역 제사와 건 선 운행시각에 따른 운행시간 조 에 해 의

7 건 선을 담당하는 역의 열차운용원/역무과장에게 최종 의된 시간을 제직통 화로 통보  열차에 한 랫폼 안내방송 시행 지시

8 무선 화를 통해 건 선을 운행할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에게 운행  건 선을 건 갈 시간을 통보하여 속도조  지시

9 KROIS에서 해당 열차의 운행상황(지연시분) 확인(해당열차 제사, 건 선 할 제사)

10 KROIS/MMI를 통하여 건 선을 건  시각에 운행하는 다른 열차의 운행상태 확인

11

교차할 역/교차시간 변경이 이루어질 역이

 Local 모드인 경우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로 장내신호 취 지시

 CCM 모드인 경우 L/S에서 교차역 장내신호 취

[부록 2.2-6] 일반열차 관제업무종사자 직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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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차역/교차시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역에 근하는 열차에 해 DLP(L/S)로 운행상황 감시

13
교차역/교차시간으로 인하여 기 인 열차 는 본선 서행 운행 인 열차에 해 무선 화로 운 업무종사자를 호출하여 여객

무를 통해 안내방송 시행 지시

14 교차역/교차시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역에 열차진입 완료 후 기 는 서행 운행 이었던 열차에 해 정상운행  회복운  지시 

3
피  

피 변경

1 열차다이어/DLP(L/S)를 보고 담당 권역 근하는 열차번호 확인

2 KROIS에서 해당 열차의 운행상황(조･지연 시분)을 확인

3 열차다이어를 보고 열차의 운행 시간을 측

4 상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피역 선택

5 피역에 근하는 열차에 해 DLP(L/S)로 감시 

6 피역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로 피 열차번호(임시 피인 경우 해당역이 피역임을 함께) 통고

7 피역 열차운용원과 제직통 화로 피열차 도착선 의

8 피열차 도착을 DLP(L/S)로 확인

9 DLP(L/S)에서 통과열차에 해 진행선로 개통여부 확인 

4
운 순서 

변경

1 열차다이어/DLP(L/S)에서 담당 권역 근하는 열차번호 사 에 확인

2 KROIS에서 해당 열차의 운행상황(조･지연 시분) 확인

3 상 , 하  열차의 운행시간 측

4

하 열차의 피 가능한 역까지 상 열차와의 경합여부 단하여

  열차다이어상 선행이었던 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

   - 후행 하 열차를 상 열차보다 선행시킬 계획을 피역에 제직통 화로 통고

  열차다이어상 선행이었던 하 열차가 지연된 경우

   - 후행 상 열차 선행시킬 계획을 피역에 제직통 화로 통고 

5
가속/감속 

운

1 열차다이어/DLP(L/S)를 보고 담당 권역 근하는 열차A 확인

2 KROIS에서 열차A의 운행 상황(조･지연 시분)을 확인

3

열차다이어를 보고 경합이 상되는 지 C에 열차A와 열차B가 통과할 시간을 측하여

◆ 열차A와 열차B가 지 C의 통과 시간이 비슷하여 서로 경합이 상되고

  - 방역D에 열차A의 계획된 피가 있다면 열차A가 지나는 인근역의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를 이용하여 열차A에게 방

역D까지 가속운 을 하라고(부지런히 가 달라고) 달을 지시

  - 방역D에 열차B의 계획된 피가 있다면 열차B가 지나는 인근역의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를 이용하여 열차B에게 방

역D까지 가속운 을 하라고(부지런히 가 달라고) 달을 지시

  - 열차A, 열차B 둘 다 계획된 피가 없다면 열차다이어상 선행인 열차에게 가속을 지시하거나 열차다이어상 후행인 열차에게 감

속을 지시

◆ 열차A와 열차B가 지 C의 통과 시간이 서로 달라 지 의 속도 로라면 열차A[B]가 지 C를 먼  통과할 것이라 측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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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다이어상 열차A[B]가 선행인 열차라면

     ▴ 방역D에서 열차A[B]의 계획된 피(여객취  포함)가 없다면 특별한 지시 내리지 않음

     ▴ 방역D에서 열차A[B]의 계획된 피(여객취  포함)가 있다면 

       열차A[B]가 피(여객취  포함) 후에 다시 출발하여도 열차B[A]를 지장하지 않으면 특별한 지시 내리지 않음

       열차A[B]가 피(여객취  포함) 후에 다시 출발하 을 때 열차B[A]를 지장한다면

         -열차A[B]의 피시간을 늘리도록 방역D의 열차운용원에게 열차B[A]가 통과한 후 열차A[B]의 출발신호를 내라고 제

직통 화로 지시

         -열차B[A]가 지장을 받지 않기 해 열차B[A]가 지나가는 인근역의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를 이용하여 열차B[A]에

게 방역D까지 감속운 을 하라고(“천천히 가라”고) 달을 지시 

         -열차B[A]가 지장을 받지 않기 해 열차A[B]가 지나가는 인근역의 열차운용원에게 제직통 화를 이용하여 열차A[B]에

게 방역D까지 가속운 을 하라고(“빨리 가라”고) 달을 지시 

 ◇ 열차다이어상 열차B[A]가 선행인 열차라면

    - 방역D에서 열차B[A]의 계획된 피가 없다면 특별한 지시 내리지 않음

    - 방역D에서 열차B[A]의 계획된 피가 있다면 특별한 지시 내리지 않음 

6

화물(장비/

시운 /회

송)열차, 

단행기 차 

착발

1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운행을 KROIS  MMI를 통하여 확인

2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와 련하여 인  제사와 화 는 구두로 운행 상시간  착선 계 의

3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운행시 반드시 KROIS를 통해 정차역･환산･ 간역･입환여부･종착역등을 확인하여 운행 

상시간 결정

4 간역 입환시 KROIS통해 정차특인 발령

5

열차가 두 개 이상 간역에서 경합되는 경우 입환해야 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경합의 경우 해당정거장 수용가능 여부 확인, 경합입

환 불가능하거나 2개 이상의 열차 수용불가능 수보시 미리 연 선구 제사에게 만선이므로 해당열차 수용불가능 통보, 착선 기토

록 요청

6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시발지( 내운행 일때는- 련역) 열차운용원 혹은 인 제사와 의된 내용에 따라 열차

운행시간을 제직통 화를 통하여 지시

 - 이럴 경우 화물열차(장비/시운 /회송)는 도역 련 특별한 사항이 없거나 시발지에서 정상발차 비 되었을 때는 계획된 시간

에 정상 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운행이 개시되면 열차다이어에 운행시간을 기록 

8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운행이 계획과 같이 운행 인지 DLP 혹은 KROIS를 통하여 감시

9
해당선구나 삼각선 운행시 행 동/일반 동/일반열차/KTX등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차다이어/DLP를 감시하여, 열차와 열차 상

간에 운행시킬 수 있도록 운행속도를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화지시

10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 운행  여객열차(KTX포함), 행 동이나 후속 동 등에 지장을 래할 경우 미리 도정

거장에 피하거나 해당 운 업무종사자를 불러 가속운행을 지시하거나 이유를 묻는 등 운행 련 무선 화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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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역에서 입환, 피 있는 경우 사 에 해당역의 열차운용원에게 열차운행에 따른 비를 할 수 있도록 제 화 지시

12 간역에서 입환시 해당 화물열차의 유상태를 주의 감시하여, 동차 운행을 래할 경우 미리 경고하여 입환 지, 피 취  등을 실시

13 화물(장비/시운 /회송)열차, 단행기 차가 담당하는 제구역을 벗어났을 때 최종 운행시간을 열차다이어에 기록 

7
타   

특발

1 열차사고/선로장애/작업 등으로 인한 열차의 지연 확인

2 본사 운 상황실 종합 제와 타  여부 의

3 차량사무소, 승무사무소와 의하여 특발 열차 조성 의

4 타 열차의 계획된 출발 시간에 특발열차 출발 

8
착발선 

변경

1 계획된 착발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역 열차운용원과 의 

2 운 업무종사자에게 변경된 착발선 통고 조치

3 DLP(L/S)로 변경된 착발선으로 운행하는지 확인 

9
입･출고  

시발열차

1 입출고  시발할 열차 비/운행상황을 KROIS에서 확인

2 KROIS/DLP(L/S)에서 시발열차가 출발선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

3 시발역 열차운용원에게 정당한 열차인지 확인

4 열차번호가 없거나 잘못된 열차번호이면 L/S에서 수동으로 열차번호 입력  수정 

10 편성변경

◆ 편성변경 수보

1 본사 운 상황실 종합 제 운 제사에게서 편성변경 직통 화로 수보 

2 ｢ 제실 상황일지｣에 기록

3 시･종착역에 제직통 화로 통고

4 승무사무소에 철도 화로 승무원 충당 요구

5 인 선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 

6 KROIS를 통해서 조치사항에 한 처리상황을 확인

◆ 차량이상 수보

1 기장이 운행도  인 역이나 운행구역의 제업무종사자에게 무선으로 연락

2 제업무종사자는 본사 종합 제실 고속담당 운 제사에게 철도 화로 차량 상태 통보

3

제업무종사자는 운 상황실 여객반장과 의

  운행불가능 경우 착선변경, 본사에 통보

  입고정도는 가능(향후 계속 운행 어려운 경우)한 경우 착선 변경

4 제업무종사자는 시･종착역 역무과장에게 제직통 화로 연락 

11
선로지장작

업

1 KROIS에서 차단공사 운 명령 확인

2 ｢선로사용 지 공사기록부｣ 작성

3 작업구간의 정확한 확인 (km  지장지 (몇호 선로 환기와 어디사이 등))

4 해당역에 직통 화로 선로지장작업 여부 확인  E-mail 는 Fax로 ｢작업시행 검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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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차다이어  KROIS를 확인하여 열차운행이 은 시간을 선택

6 기 제사와 선로지장작업 의  ｢ 단 의 기록부｣ 작성

7 열차운용원에게 직통 화로 차단 열차번호  차단공사 시행시 주의사항 등을 통보

8 차단작업에 따른 인 선 운행열차  폐색방식 변경에 한 의

9 차단열차 입출고와 차단공사후의 차단열차 처리문제 재차확인

10 열차운용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역 제어모드를 Local로 변경

11 제업무 승인사항 기록부 작성  승인번호를 해당역 열차운용원에게 통고/안 작업 지시

12 작업시작과 동시에 선로지장작업 구간에 해 L/S화면에 선로지장작업표 부착

13 해당역으로부터 직통 화를 통해 선로지장작업 시작 보고 받음

14 작업  열차운행 상황 감시

15 해당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반 선에 통과열차 여부를 통보받으며 상용폐색승인번호(｢ 제업무 승인사항 기록부｣ 작성)를 직통 화로 통고

16
해당역으로부터 직통 화를 통해 작업완료 보고  제어모드 환 요청 받고 제어모드를 변경후 ｢ 제업무 승인사항 기록부｣에 종

료시간 기록 

12
귀빈열차운

용

1 귀빈열차 운행 련 공문 수신

2 열차의 상 계에 해 본사 종합 제와 의

3 방호객차(정차 시 마다) 수배, 귀빈열차 착선 지정

4 사 에 열차의 피 결정하여 피역에 통고

5 운행구간 내 모든 작업 지 지시

6 실시간 열차 감시하며 해당역 역무과장에게 열차통제 지시

7 동승한 시감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상황 보고

8 종착역에 귀빈열차 도착 확인 

13

열차다이어 

기록(열차

보고)

담당 권역에 진입  진출 하는 열차에 해 KROIS를 보고 조･지연 시분을 열차다이어에 기록

특이사항(KTX 4분 과, 일반 9분 과) 발생시 열차다이어에 사유 기록

KTX의 경우 본사 운 상황실 종합 제실에 철도 화로 열차 조･지연시분  사유 보고 

14
스  

입력

1 통합그룹웨어에서 운 시각표 공문 확인

2 운 시각표(엑셀 일)를 입력에 용이하게 수정하여 출력

3
출력한 운 시각표를 참고하여 MMI 열차스  리에서 오 라인 열차스  ID 생성(평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특수일  운행

구간 선택)

4 생성된 ID에 계획된 모든 열차 생성

5 생성된 열차에 해당되는 열차운행패턴을 불러옴

6 출력한 운 시각표를 보고 생성된 열차의 열차운행패턴(시발 시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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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OIS를 참고하여 생성된 열차의 정차역마다 진로 수정

8 생성된 열차의 turn ID 열차번호 입력( 동차는 기본차량운용행로표, 일반열차는 공문에서 확인하여 입력)

9
온라인 열차스  ID 리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특수일에 맞게 작업된 오 라인 열차스 을 온라인 ID 약 용(6개

월까지 입력 가능) 

15

열차다이어 

수정  

출력

1
본사 여객사업본부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여객열차 운 시각표( 역본부로부터는 동차 운 시각표)와는 별도로 본사에 요청하여 열

차 다이어 압축 일(엑셀 일)을 메일로 받음

2 통합그룹웨어에 로그인 후 IRIS 속

3

다이어 수정(일반열차/ 동열차/ 행 동/셔틀 동을 구분하여 보기 쉽게 수정)

  열차운행이 은 구간은 IRIS(열차운행계획 → 장표계획 → 열차다이어인쇄 → 열차다이어 일 편집) 사용

  열차운행이 많은 구간은 AutoCAD를 사용

4 해당 권역, 콘솔에 따라 다이어 출력(여객열차는 월/화~목/ /토/일요일 다이어, 동차는 평일/토/일요일 다이어에 해 각각 출력) 

16 인계인수
1

｢ 제실 상황 일지｣  열차다이어에 기록했던 제반사항을 구두로 달하고 상호 서명

 - CTC시스템 운용과 련된 사항

 - 제운용과 련된 사항

 - 귀빈열차 등 주요열차 운행사항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속도제한에 한 사항

 - 차선 단․ 에 한 사항

 - 기타 미결, 진행  주요사항

2 ｢운 시행 달부｣ 공람 

17
KROIS  

IRIS

기상특보 발령(안개주의보)

본사 발령한 기상특보의 장 수신확인

운행구간 변경

정차특인

ATS  ATP 차단승인

시각 운행열차 설정

받은 문서 조회(당일운행 임시열차, 시운 열차, 시각열차 확인  차단작업 황 확인)

긴 조치 안 명령 수신소속 조회  

운 자 경계장치 차단 승인

행정 인 업무를 내부 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 

18 민원

■ 화민원

1 선임 제사 통해서 는 직  민원 화 내용 수

2 다양한 민원 내용 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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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센터에서 해결

   - 승객에게 민원(운행시각 문의, 열차 속 문의 등 등) 수  처리

  역에 연락

   - 승객에게 민원(유실물, 토사물, 노숙자, 차내 소란 신고 등) 수시 승객에게 문의하여 타고 있는 열차의 운행 치(OO행 동차

에 승차하 으며 지  지나는 역은 어디인지) 악

   - 운행열차의 상당 방 정거장 운 취 자에 제직통 화로 민원발생 내용과 장소 통보

  차장에게 연락

   - 승객에게 민원(냉･난방, 잡상인, 종교활동, 차내이상 소음, 방송소리 크다/작다 등) 수시 무선 화로 차장을 호출하여 민원 처리 지시

3 처리상황 추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4 ｢긴 (민원) 화 수 처리기록부｣ 작성

■ 인터넷 민원

1 서무담당자로부터 제 련 민원 내용 수

2 련 내용 악 후 서면으로 안 작성하여 서무담당자에게 달 

19

1
운 업무종사자[기장] 는 여객 무[열차 장]으로부터 발생 시각, 장소, 장상황을 무선 화로 수보하면 즉시 열차 정차  여객

무[열차 장]가 사고 발생장소로 이동하여 상황 보고하도록 지시

2 선임 제사에게 사고상황 구두로 보고

3 사고열차에 근 인 후속열차에 하여 즉시 정차 는 선로변경을 무선 화로 지시

4 인 선 운행열차 통제  서행운 을 무선 화로 지시

5 119출동  경찰 서에 사고상황을 화로 신고

6 시설직원의 장 출동을 하여 시설 제사와 철도 화로 의

7 사고 발생 인근 역직원의 장 출동을 제직통 화로 지시

8

무선 화로 운 업무종사자[기장] 는 여객 무[열차 장]에게 사상자 구호 활동 지시

- KROIS를 통하여 운 업무종사자[기장]  여객 무[열차 장]의 성명  휴 화번호 확인

- 출동하는 직원(역직원, 시설직원)이나 119도착하기 에 사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악하여 보고하도록 운 업무종사자[기장]에게 무선

화로 지시

  사상자가 살아있고 119의 근이 가능한 장소에 정차하 다는 보고를 받으면

   - 직원도착 는 119도착 까지 응 조치 시행  이송을 한 비를 무선 화/휴 폰으로 지시

  사상자가 살아있지만 119의 근이 어려운 교각, 터  등의 장소에 정차한 상태라고 보고를 받으면

   - 여객 무[열차 장]와 력하여 열차에 승차시킨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긴  이송하라고 무선 화/휴 폰으로 지시

  사상자가 사망한 상태라는 보고를 받으면

   - 여객 무[열차 장]와 력으로 선로 변에 안치 후 직원에게 인계하도록 무선 화/휴 폰으로 지시

9 사상자의 처리 상시간을 운 업무종사자와 무선 화로 의 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우회수송이나 단선운 에 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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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제사와의 의

10 차량검수 제사를 통하여 차량의 번호  정비 연월일을 악

11 계열차  계역에 운 정리 통보  열차지연에 따른 여객안내 지시

12
출동하는 직원을 통하여 사상자의 구호를 한 조치  신원 악을 지시

  - 도착한 119  경찰 (출동인원  도착시간 확인하라고 지시)과 조하여 사상자를 인계

13
사상자 인도 완료 후 열차는 최 한 빠른 시간 안에 출발하고 장 발차시간을 보고하도록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화/휴 폰으

로 지시

14 사고열차가 장을 발차하 다면 정확한 발차시간을 기록

15 후속 운행열차  인 선 운행열차에게 사상사고로 인한 주의운 을 무선 화로 지시

16 사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이송시각  병원소재지 악을 장 출동직원에게 휴 폰으로 지시

17 사상자가 이송된 병원을 통하여 사상자의 상태  신원 악 조 요청

18 사상사고 발생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교 를 해 기 차승무사무소와 철도 화로 의

19 최근 역에서 운 업무종사자 교 하도록 사상사고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화로 통보  최근 역에 제직통 화로 통보

20 사상사고 운 업무종사자를 통하여 당시의 정확한 상황수보(발생시각, 사상자의 진입방향, 발견거리, 진과거리 등)

21 사고 장 발차 이후 지장열차 수  지장시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보고

22 사상자의 상태  사상자 주변 동정 악하여 본사 운 제사에게 보고 

20
건 목 

사고

1 운 업무종사자, 여객 무 는 건 목 인근 직원으로부터 사고 련 열차번호･발생 시각･장소･ 장상황 수보

2 선임 제사에게 사고상황 보고

3 사고 발생된 건 목의 치를 보고자에게 재차확인(OO역과 OO역 사이에 건 목이 여러 개 있을 때)

4

사고 장 인근열차 운행 통제 (필요시 열차방호 지시)

  - 사고 장을 운행 인 열차에 열차무선 화기를 통하여 일제 주의운  통보(all call)

  - 사고 장을 근하는 열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역  인근역장에게 근 열차에 무선 통보하도록 지시

5 사고확  방지조치 지시 (필요시 차선 지 기 제사에게 요구)

6 KROIS를 통하여 사고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계역장, 담당건 목의 보안장치 할 사무소 직원의 성명, 나이 악

7 119출동  경찰 서에 사고내용 신고

8

사고내용에 따른 응방법

  ◆ 우마차, 경운기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 사상자 구호를 한 직원의 긴 출동을 철도 화로 지시

    - 건 목 차단기  경보기 할 소속의 신호제어사무소직원 출동하도록 신호 제사에게 통보

       열차차체 하부에 물이 끼어서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인 선을 지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보하면

         ･ 인 선 운행열차를 긴  정차시킴과 동시에 민간장비를 긴  출동시켜서라도 지장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근 역장에게 

제 화를 통하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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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황이 해당선로  인 선 향으로 수송이 불가능하다면 운행 인 모든 열차 각역 정차 지시  안내방송 시행지시

         ･ 본사 종합 제실 운 제사와 의를 통하여 책마련 철도 화를 통하여 의

       사고가 장시간 복구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본사여객 제사에게 통보하여 방역에 안내방송  편성변경에 비하도록 철

도 화로 의

         ･ 육로를 이용한 유니목  긴 보수차량이 출동할 수 있도록 보선 제사와 화 의

         ･ 가장 가까운 곳에 치한 기 기 출동  사고조치에 유리한 방향의 기 기가 출동하도록 인근 제사와 의

         ･ 의를 받은 제사는 기 기 할역에 철도 화/ 제직통 화로 기 기 출동 지시

         ･ 기 기가 출동하 다면 기 기 운행 열차번호 확인  기 기 연결 치, 방향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

         ･ 기 기 도착하여 입환작업이 필요하다면 계역장에게 제 화로 비 지시

        단선운 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고열차가 정차해 있는 구간에 주의운 을 하도록 하고 단선운  순서를 정하기 해 

계역과 제 화로 의

          ･ 운행순서  폐색방식에 한 본사 종합 제실 운 제사와 최종 의

          ･ 단선운 을 결정하 으면 열차운행 순서에 따른 운 허가증 발 을 할역장과 제 화로 의 

          ･ 단선운  시 용폐색으로 운행하여야할 열차는 지도표  지도권 발행 승인번호 부여 후 발차하도록 할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사고열차가 운행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인 선으로 운행 인 열차에 승객을 승계하도록 사고열차 운 업무종사자  인

선 운행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열차무선 화로 지시

  - 의 이라도 민간 복구장비  기 기 출동시각 수시로 확인

◆ 이륜자동차  사람과 충돌한 경우

  - 사상자 구호를 한 직원의 긴 출동 지시

  - 건 목 차단기  경보기 할 소속의 직원 출동하도록 신호 제사에게 통보 

  - 상 운행시간을 측하기 한 운 업무종사자와의 열차무선 화로 의

      인 선 운행이 가능하고 사고조치가 단시간에 처리 가능하면 후속열차 최근역에 정차하도록 계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인 선 운행은 가능하나 사고조치가 장시간 이루어질 경우 단선운 을 한 본사 종합 제실 운 제사와 의

        ･ 본사 종합 제실과 의된 순서에 따라 용폐색에 따른 지도표  지도권 발행 계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 사고 장 근처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 주의운  하도록 운 업무종사자에게 열차무선 화로 지시

9 계열차  계역에 운 정리 통보  열차지연에 따른 여객안내 지시

10 119  경찰  장 도착시간  도착인원 악하도록 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11
사고조치  복구를 한 직원  장비 도착시간  장비명, 도착인원에 한 정확한 내용 악하여 보고하도록 장 출동직원에게 

휴 폰이나 열차무선 화기로 지시

12
운 업무종사자나 장에 출동한 직원으로부터 사고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장 통보를 수보하면

  - 운 업무종사자에게 장상황을 확인하고 열차발차 정시각 확인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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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발차 정시각  발차시각 선임 제사  본사 종합 제실에 보고

  - 운행재개에 따른 계역  계열차 안내방송 시행  발차 비 열차무선 화로 지시

13 사상자  사고처리에 한 장상황 출동한 직원에게 동정 악토록 휴 폰으로 지시

14 사상자 발생으로 인근역으로 사상자를 이송하 다면 이송병원  사상자의 상태, 신원을 악하도록 장출동직원에게 휴 폰으로 지시

15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장열차  지장시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보고

16 철도공사측 피해상황을 악하도록 역장  시설직원, 건 목 할소속 직원에게 지시

17 출동했던 기 기에게 열차번호 부여 후 발차할 수 있도록 계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21 차량 장애

■ 차량 운 보안장치 이상

1 해당 열차의 인 역에서 제직통 화로 이상이 발생한 열차번호･보안장치 명･상태･발생장소 수보

2 선임 제사에게 구두로 보고  본사 운 상황실 종합 제 경부선 담당 제사에게 철도 화로 통보

3 운 보안장치를 cut하기 해 본사로부터 부여된 승인번호를 ｢운 보안장치 승인기록부｣에 기록

4 최  보고한 역에 제직통 화로 승인번호 알려주고 최종역까지 역  하달 지시

5 KROIS에서 해당 열차에 한 특인지시사항 작성

6 차량 제사에게 철도 화로 연락하여 최근 정차할 역 는 차량검수원 소재역에서 차량검수원 출동요구

7 인 선 제사에게 구두/ 화로 통보

8 ｢운 보안장치 승인기록부｣에 최종역 수보자 성명 기록

■ 차량고장

1 운 업무종사자/기장, 여객 무/열차 장 혹은 열차운용원으로부터 차량고장과 련하여 발생 시각, 장소, 장상황 수보

2

운 업무종사자에게 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악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차량검수원이 있는 역까지 운행하도록 지시

  최근역까지만 가능하면 최근역 부본선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당한 장소에 정차하여 응 조치 지시

3 선임 제사에게 사고상황 보고  차량검수 제사에게 차량검수원 출동요구, 계처에 연락하고 계열차 안내방송 시행 지시

4 인 선 운행열차 통제  서행운  지시, 사고열차에 근 인 후속열차 즉시 정차 는 선로변경 지시

5 KROIS를 통하여 운 업무종사자  차장의 개인휴 폰번호 악

6 열차 무선 화기 는 개인 화기를 통하여 구원기 운행 여부  차량교체 여부 악

7 차량검수 제사를 통하여 운 업무종사자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응 조치하도록 지시

8 차량검수 제사를 통하여 차량의 번호  정비연월일을 악

9 후속열차의 각역 정차  사고열차･지연 상열차의 정차역 안내방송을 하도록 여객 제사에게 철도 화 혹은 구두로  통보

10

차량검수원이 출동하여

  장 응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응 조치 완료시각을 운 업무종사자 혹은 응  출동한 검수원에게 확인하고 장발차토록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화 혹은 휴 폰으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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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응 조치 불가능하다면 인  제사와 의하여 인근운행 인 화물열차  단행기 차를 구원기로 수배

11
구원기로 충당된 기 차의 차번호 확인  열차번호 부여

  - 사고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구원기 도착 시 조치사항에 해 열차무선 화기  휴 폰으로 의

12 구원기 출동하는 운 업무종사자에게 사고 장의 정확한 치 안내

13
구원기 장 도착후 장 출동한 운 업무종사자, 혹은 고장열차 운 업무종사자로부터 무선 화 혹은 휴 화로 도착시간･연결시

간･완료시간 수보

14

운 업무종사자(구원기기 사, 고장차량기 사)나 장에  출동한 직원으로부터 사고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장 통보를 받은 후

  - 고장차량운 업무종사자에게 장상황을 확인하고 열차발차 정시각 확인하도록 지시

  - 장발차 정시각  발차시각을 선임 제사  본사 종합 제실에 보고

  - 운행재개에 따른 계역  계열차 안내방송 시행  발차 비를 열차무선 화로 내운행 인 운 업무종사자 차장, 열차

장, 여객 무 등에게 지시

15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장열차  지장시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보고

16 구원기 운행에 따른 미 운행열차 처리에 한 본사, 인근 제사와 의 

22 선로 장애

1 운 업무종사자/기장, 여객 무/열차 장 는 역직원으로부터 발생 시각･장소･ 장상황 수보

2

선로장애를 보고한 보고자에게 열차운행 가능한지 확인

   운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최근 근열차 신속히 정차  후속열차 각역 정차 지시

3 선임 제사에게 구두로 상황 보고

4 사고확  방지를 해 시설 제사에게 시설직원들의 긴 출동 요구

5 보고 받은 상황을 종합하여 DLP  L/S를 보고 우회운   단선운  가능 여부 확인

6 계열차  계역에 장애 상황을 무선 화를 이용하여 통보  열차지연에 따른 여객안내방송 지시

7 인 선 운행열차 통제  사고 장 서행운  지시

8

출동한 시설직원의 휴 폰번호를 KROIS를 통해 악  연락하여 장상황, 열차운행 가능여부 악

  시설직원에 의하여 응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 응 조치 완료시각을 시설직원에게 확인하고 서행여부  운행 련 주의사항 확인

   - 정차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운행하도록 지시

  시설직원에 의하여 응 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 선로를 보수하기 한 장비의 추가 투입  우회운 /단선운 에 하여 본사 운 제사와 의

   - 선로보수 완료 상시각을 시설직원에게 휴 폰으로 악하여 그에 맞는 한 열차운행정리 시행

9 우회운  는 단선운 에 따라 변경되는 열차의 운행순서를 안내 방송하도록 제직통 화  무선 화를 통해 계역  계열차에 지시

10
시설직원을 통해 선로보수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장 통보를 받은 후

 - 계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선로장애 해소 상황을 알려주고 주의운  는 서행운 으로 장 통과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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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발차 시각을 선임 제사에게 구두 보고  본사 종합 제실에 철도 화 보고

 - 정상 운행재개 소식을 안내 방송하도록 제직통 화  무선 화로 계역  계열차에 지시( 계열차에게는 발차 비도 하

도록 무선 화로 함께 지시)

11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장열차  지장시분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구두 보고

12 사고 장에 한 종합  정  검을 한 보수시각을 시설 제사와 의 

23 신호 장애

1 운 업무종사자 는 열차운용원으로부터 발생 시각･장소･ 장상황을 수보

2 선임 제사에게 구두로 상황 보고

3 단순한 신호기 장애인지, 선로 환기  궤도회로 장애인지를 악하여 운 모드 결정 (CTC취 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Local 취 )

4 신호 제사에게 화로 통보  기원 출동하도록 열차운용원에게 제 화로 지시

5 계열차  계역에 장애 상황 통보  열차지연에 따른 여객안내방송 지시

6

장애개소에 따라 응

  신호기 장애라면

    - 열차운용원  운 업무종사자에게 신호기 통과에 따른 승인번호(R0, 수신호 생략, 수신호)를 제 화로 부여

  선로 환기 장애라면 열차운용원에게 선로 환기 수동취 을 해 장출동하라고 제직통 화로 지시

    - 해당 선로 환기 수동키  목편삽입 완료 후 보고하도록 제직통 화로 열차운용원에게 지시

    - 해당선로 환기를 최 로 통과할 열차에 부여할 수신호 번호를 ｢ 제업무승인기록부｣에 기재 후 부여

    - 해당선로 환기를 통과하는 열차마다 ｢ 제업무승인기록부｣ 기재 후 제직통 화를 통하여 열차운용원에게 부여 

7
출동한 기원에 의하여 응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응 조치 완료시각을 확인하고 운 업무종사자가 정상운행할 수 있도록 열차운용

원에게 제직통 화로 정상 취 하도록 지시

8 정상운행열차 장통과 시각을 선임 제사  본사 종합 제실에 보고

9 정상 운행재개에 따라 계역  계열차에 안내방송 시행  발차 비 무선 화로 지시

10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장열차  지장시분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구두로 보고 

24
차량/열차 

탈선

1
운 업무종사자/기장, 여객 무/열차 장 는 열차운용원(역장/역무과장)으로 부터 무선 화, 제직통 화로 발생 시각･장소･ 장

상황 수보

2 선임 제사에게 상황  발생 치(00역과 00역 사이 몇킬로지 , 역구내라면 몇호 선로 환기 지 ) 구두로 보고

3

사고 장 인근열차 운행 통제 (필요시 열차방호 지시)

- 사고 장을 운행 인열차에 무선 화로 일제 주의운  통보(all call)

- 사고 장을 근하는 열차에 무선통보하도록 할역  인근역에게 제직통 화로 지시

4 사고확  방지조치 지시 (필요시 기 제사에게 차선 지 요구)

5 KROIS로 사고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계역장 성명, 연령 악

6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라면 119출동  경찰 서 신고

7 사고내용에 따른 응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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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탈선으로 인하여 인 선을 지장하고 있는 경우

  - 인 선 운행열차를 긴  정차시킴과 동시에 가까운 민간장비를 긴  출동시켜서라도 탈선차량을 조치할 수 있도록 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 장상황이 해당선로  인 선 향으로 수송이 불가능하다면 운행 인 모든 열차 각역 정차 지시  안내방송 시행지시

  - 본사 종합 제실 운 제사와 책을 철도 화로 의

  - 사고가 장시간 복구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본사여객 제사에게 통보하여 방역 안내방송  편성변경에 비하도록 철도 화로 의

  - 육로를 이용한 유니목  긴 보수차량이 출동할 수 있도록 검수 제사, 시설 제사와 철도 화로 의

  - 가장 가까운 곳에 치한 기 기 출동  사고조치에 유리한 방향의 기 기가 출동하도록 인근 제사와 의

  - 의를 받은 제사는 기 기 할역에 철도 제 화로 기 기 출동 지시

  - 기 기 출동하 다면 기 기운행열차번호확인  기 기연결 치, 방향확인

  - 기 기 도착하여 입환작업이 필요하다면 계역장에게 제 화로 비 지시

  - 단선운 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고열차가 정차해 있는 구간에 주의운 을 지시하고 단선운  순서를 정하기 해 계역과 

제 화로 의

  - 운행순서  폐색방식에 한 본사 종합 제실 운 제사와 최종 의

  - 단선운 을 결정하 으면 열차운행 순서에 따른 운 허가증 발  할역장과 제 화 의

  - 단선운  시 용폐색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는 지도표  지도권 발행 승인번호 부여 후 발차하도록 할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 사고열차의 탈선하지 않은 부분을 수거하여 운행할 수 있다면 사고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남아있는 차량을 회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무선 화  휴 화로 의

  - 의 이라도 민간 복구장비  기 기 출동시각 수시로 확인

◆ 차량탈선하 으나 인 선을 지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인 선 운행에 따른 단선운 을 한 본사 종합 제실 운 제사와 의

  - 본사 종합 제실과 의된 순서에 따라 용폐색에 따른 지도표  지도권 발행 계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 사고근처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 주의운  하도록 운 업무종사자에게 열차무선 화 지시

8 계열차  계역에 운행정리 통보  열차지연에 따른 여객안내 지시

9 119도착  경찰  장 도착하 다면 도착시간  도착인원 악하도록 역장에게 제 화지시

10
사고조치  복구를 한 직원  장비 도착시간  장비명, 도착인원에 한 정확한 내용 악하여 보고하도록 장 출동직원에게 

휴 폰이나 열차무선 화기로 지시

11

운 업무종사자나 장에 출동한 직원으로부터 사고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장 통보를 받았으면

  - 운 업무종사자에게 장상황을 확인하고 열차발차 정시각 확인하도록 지시

  - 장발차 정시각  발차시각을 선임 제사  본사 종합 제실에 보고

  - 운행재개에 따른 계역  계열차 안내방송 시행  발차 비 열차무선 화로 지시

12 사상자  사고처리에 한 장상황 장에 출동한 직원에게 동정 악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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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상자 발생으로 인근역으로 사상자 이송하 다면 이송병원  사상자의 상태, 신원 악 지시

14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장열차  지장시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보고

15 공사측 피해상황을 악하도록 역장  검수 제사, 시설 제사에게 통보

16 출동했던 기 기에게 열차번호 부여 후 발차할 수 있도록 계역장에게 제 화로 지시 

25  장애

1 운 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역장/역무과장) 는 기 제사로부터 발생 시각･장소･원인･장애구간 수보

2 선임 제사에게 장애 상황 구두로 보고

3 단 구간 운행열차가 기차인 경우 최근 정거장 는 인 구분소(보조구분소 포함)까지 타력운  지시  단 구간으로 향하는 열차 통제

4 기원을 장 출동시켜 상황을 악할 수 있도록 기 제사와 의

5 계열차  계역에 사고상황 통보  열차지연에 따른 여객안내방송 지시 (필요에 따라 타교통수단 이용안내)

6 장애 조치를 한 기원 출동  긴  보수장비 투입여부를 보수장비가 있는 담당구역의 제사  기 제사와 의

7 무선 화/휴 폰을 통해 운 업무종사자에게 장애 상황 통보  차량이상 여부 통보 요청

8 장 보고받은 상황을 종합하여 기기 차  기동차외 열차 운행여부 확인

9 후속 열차에 해 운휴․타 을 본사 운 제사와 의

10 장애 상이 장기간 계속 될 경우를 비하여 보고받은 상황을 종합하여 DLP  L/S를 보고우회운  선로 확인

11
장애 상에 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기 제사로부터 통보 오면 장운 업무종사자를 통하여 사실 확인  운행 비 무선 화로 

지시

12 병발사고 방지를 한 책마련을 해 기 제사와 의

13 장애 조치 이후 주변상황 정리까지의 복구 정시간을 제 장  본사 종합 제실에 보고

14
장 작업책임자( 기직원)로부터 정상 복구되었음을 철도 화로 통보받은 후 장애 련 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장애개소 통과 시 주의운

 지시

15 최 열차 서행운 을 무선 화로 지시, 진 으로 서행 운  축소

16 운행재개에 따른 계역  계열차 여객 안내방송 시행  발차 비를 열차무선 화로 지시

17 장애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장열차  지장시분 악하여 선임 제사에게 구두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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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출고  

시발(주박) 

열차

1 막차 도착 후 주박 지정 역에 주박 인 열차번호를 운 시각표(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 L/S에서 익일 시발 열차번호로 변경함

2
막차 도착 후 동열차들의 팬터그래  하강  동방지 상태를 해당역 운 취 자에게 제직통 화로 확인을 한 후 단 상태로 

유지해도 좋은지를 운 취 자에게 최종확인을 하고 화로 담당 제사에게 해당구간에 한 단 여부를 통보하여 

3
 제사로부터 단 시간을 화로 수보  ｢ ･단  의서｣에 시간  서로간의 성명을 기록 유지하고 해당역에 제직통

화로 단 시간을 통보

4
주박 인 동열차들이 운행할 시각 최소 30분 에 차단작업이 모두 종료가 되고 차선 이 가능한지를 해당역 운 취 자들

에게 제직통 화로 최종확인 한 후 담당자와 화로 의하여 이 이루어지도록 함 

5

 제사로부터 에 한 시간을 수보 받으면 해당 역 운 취 자에게 제직통 화를 이용하여  가능여부를 의한 후 

제사에게  가능 통보

제사로부터  후 되었음을 화로 수보한 후 ｢ ･단  의부｣에 시간  서로간의 성명을 기록하고 해당 역 운 취

자에게 제직통 화를 이용하여 시간을 통보  동열차 출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

6
업개시 30분  각 해당 선로에 한 선로 환기 환시험을 운 취 자에게 제직통 화로 지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이상 

발생이 발견되면 계직원(신호)에게 화로 연락하여 열차 운행 에 정상 복구가 되도록 조치)

7 주박 인 동열차의 운 업무종사자를 무선 화로 호출하여 열차의 기동상태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

8
출고되어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순서･출발시간･열차번호･출발행선지를 L/S / MMI화면상으로 확인하고 진입 고열차정리와 운 시

각표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생기면 수정 하여

9
정해진 승강장과 나오는 열차번호를 비교하여 다를 경우 L/S에서 열차번호 변경(이동, 교환)을 통하여 히 수정하여 승강장 안

내표시가 틀리지 않도록 함

10
상행과 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승강장에서는 열차의 이동방향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열차번호 형식과 다를 경우 MMI에서 열

차번호를 변경함 

2
열차번호 확인 

 변경

■ DLP 감시 도  열차번호 오류를 발견한 경우

1 해당 동열차의 차장을 무선 화로 호출하여 재 운행하고 있는 치를 정확히 확인

2 차장이 보고한 열차번호와 DLP를 상호 비교하여 DLP상 잘못된 열차번호를 L/S에서 정당하게 수정

3 해당 역에 제직통 화로 호출하여 승강장 안내표시기(PI)  랫폼 여객안내방송이 정당하게 나오는지 확인

4 잘못된 열차번호로 DLP에 표시된 동열차의 차장을 무선 화로 호출하여 행선지 안내방송을 정확하게 하여  것을 통보

■ 일시 인 제센터 시스템의 서버가 다운 된 경우

1
체 인 열차번호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본사 정보통신사무소에 철도 화로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안내표시기(PI)를 일

시 ‘조정 ’으로 변경하여  것을 통보하고 상호 성명을 ｢ 제실 상황일지｣에 기록

2 타소속( : 서울 메트로) 제사에게 시스템 고장으로 열차번호가 이동되지 않음을 직통 화로 통보

[부록 2.2-7] 전동열차 관제업무종사자 직무분석 결과



- 407 -

No. 직무 동열차 제 직무 세부 차

3 승강장 안내표시기(PI)가 정상작동 되지 않음을 역사업본부 여객 제사에게 연락하여 집 안내방송하여  것을 통보

4 제직통 화로 각 역에 통보하여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시행하여  것을 요구

5
시스템 정상 작동시 유표시된 운 취 역 운 취 자에게 재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열차번호를 제직통 화를 통해 확인하거

나 는 무선 화를 이용하여 재 운행 인 각 열차의 차장/운 업무종사자에게 열차번호를 문의하여 정당한 열차번호를 확인

6 운 시각표와 열차다이어를 참조하여 운행순서 로 L/S에서 정당한 열차번호를 입력(삽입･수정･이동･교환)

7
본사 정보통신사무소에 철도 화로 연락하여 제센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을 통보  승강장 안내표시기(PI)를 정상 작동하도록 

요구하고 상호 성명을 ｢ 제실 상황일지｣에 기록 

3 선도 제

※ 동열차 용선구에 특별한 주의력으로 감시해야 할 열차가 있을때는 그 열차의 종착역까지 DLP화면상으로 그 열차를 추 하

여 다른 동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 정리하는 업무로서 궁극 으로 운 업무종사자에게 도 운 구간의 험요인을 

사 에 알려 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해당 선구에 이상기후(안개 악천후)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 본사 제실로부터 이상기후(안개.악천후) 따른 주의보  경보가 발령 됨

   - KROIS상으로 수신 처리하고 각 역의 운 취 자에게 주의보  경보 사실을 통보

   - KROIS수신 처리 하도록 하고 운 취 에 따른 안 에 한 경각심을 다시 강조함

◆ 정거장과 정거장사이에 험요인 (선로무단횡단, 선로변 화재, 긴 선로작업)발생 경우

   - 정확한 지 , 내용등을 확인 후 본사 지원 제사에게 화 연락 하여 험요인 발생사실 통보  제거 요구

   - 후속 동열차들에게 무선 화로 험요인 발생지 을 정확히 통보하고 최 한 주의운 (15km/h이하) 할 것을 지시 

   - 험요소가 제거 될 때까지 DLP화면상으로 동열차들을 집  감시 

◆ 선행열차가 서행운 하거나, 선행열차 정차로 인하여 후속열차의 안 확보가 요구 되는 경우

   - 해당 동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재 도운행 선구의 험 요인을 통보  주의 운 토록 조치

   - 후속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선행열차 운행 치를 통보하고, 정차열차나 선행열차에 추돌하지 않도록 속운 과 주의운  는 정차운  

지시

   - 차장에  상황을 여객에 안내 방송하여 민원 발생치 않도록 무선 지시

   - 정거장에 험 사항을 알려 계열차에 통보하거나 다른 계정거장에 통보토록 조치 

4 열차 간격조정

◆ DLP/MMI 화면에서 선행 동열차와 후속열차의 간격이 무 벌어졌을 경우

   (인 선 제사로부터 선행열차와 후속열차의 간격이 무 떨어 졌다는 수보를 받거나, 후속열차에 응 환자 발생, 취객난동 등

의 민원사항해결  경미한 차량고장 조치 등으로 발생)

  - 선행열차 운 업무종사자를 무선 화로 호출하여 특정 정거장까지 O분 지연 운  할 것을 지시

  - 후속열차 운 업무종사자를 무선 화로 호출하여 특정 정거장까지 회복 운 지시

◆ 선행 동열차와 후속 동열차의 간격이 무 좁은 경우

  - 선행 열차 운 업무종사자를 무선 화로 호출하여 부지런히 회복 운  할 것을 지시

  - 후속 열차 운 업무종사자를 무선 화로 호출하여 특정 정거장까지 O분 지연 운  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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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동열차의 민원처리나 사고기타 등으로 특정 정거장에서 오래 정차 할 것이 상되거나, 지연이 상되는 경우

  - 특정열차의 선행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도 지연 운 지시

  - 특정열차의 후속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지연운 을 지시하거나 특정정거장의 정거장에서 정차 후 제사의 지시받고 발차 할 것

을 통보 

5

운행순서 

변경시 

인 선에 연락

1
분계역(구로역 등) 운 취 자로부터 서로 다른 방면( :병 방면과 인천방면)에서 오는 동열차의 운행순서가 변경되어 운행한다

는 내용을 제직통 화로 수보

2
DLP화면상에 재 운행하고 있는 각 동열차의 행선지를 확인하여 행선지간의 열차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선 화로 동열차 

운 업무종사자를 호출하여 동열차 간격을 조정함

3 열차다이어에서 계획된 동열차 운행순서를 확인하여 반복 운행할 동열차의 지장유무 검토

4

인 선( : 서울메트로 등) 제사에게 직통 화로 운행순서 변경된 내용  인 선(지하서울역 등)으로 진입하는 동열차에 해 

직  수동으로 신호를 취 하도록 통보  진행신호가 시되는지를 집  감시 (지하서울역 장내신호기는 열차번호에 의해 자동으

로 신호를 시)

5
인 선( : 서울메트로 등) 제사에게 열차운행순서가 변경되어 동열차의 행선지간 간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통 화로 연락하

여 여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방송  간격조정 등 조치를 하여  것을 요구

6
인 선( : 서울메트로 등) 제사로부터 철도공사구간으로 운행하는 열차운행순서가 변경됨을 수보 받으면 행선지간의 간격을 열

차다이어와 운 시각표를 확인하여 운행 인 동열차들을 무선 화로 호출하여 열차간격을 조정함

7
착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분되는 분계역( :구로역 등)으로 진입하는 동열차에 하여는 분계역 운 취 자에게 직  제직통 화

로 변경된 운행순서를 연락하여 오취 이 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동열차가 분계역의 지정된 착선으로 취 하도록 집 감시 

6 속

■ 일반열차와 동열차와의 속

 일반열차가 지연 운 되고 있는 경우

  - 일반열차의 도착 상 시간을 KROIS를 통해 계속 으로 감시  지연시간 계산

  - 동열차의 도착 상시간을 미리 검토하여 시발역부터 속역까지 지연운행 시킴

  - 일반열차 막차 손님이 해당역( : 서울, 용산, 등포역)에서 동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해당 동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화로 지연 운  지시  사유 통보

  - 속역의 운 취 자에게 역무직원으로부터 속여객 승차사실을 확인 후 출발 시킬 것을 지시

  - 동열차의 환승이 되는 타소속 제사에게 지연운행 시간을 직통 화로 통보 타소속 동열차와 속이 되도록 정보교환

 일반열차의 지연이 심해 동열차와의 속이 불가능한 경우

  - 역사업본부 여객 제사에게 통보하여 특발 동열차를 조성하거나, 속불가능 방송을 하도  록 요청

  - 특발 동열차를 운행시킬 경우에는 차량기지내에서 출고 조치하거나 입고 비 인 동열차를 사용함

  - 기 사승무사무소, 열차승무사무소에 철도 화로 특발 동열차 운행내용을 통보, 기 인 운 업무종사자  차장을 비시켜 

 것을 교번운 자에게 지시

  - 해당역 운 취 자에게 특발 동열차의 운행내용을 통보  여객취  유도안내방송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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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발 동열차의 운행구간에 포함된  역에 운행사실을 알려주고 여객 취 에 오류가 없도  록 지시

  - 특발 동열차의 운행내용을 제실 상황일지  열차다이어표에 기록함

■ 철도공사 동열차와 타소속 동열차와의 속

  - 철도공사 동열차(막차)의 지연시각을 타소속 제사에게 직통 화로 통보 

7 임시 동열차

1 IRIS를 통한 공문, 운 시행 달부, KROIS 등을 통해 임시 동열차 운행을 사 에 미리 숙지

2 운행 정 임시 동열차의 열차번호, 구간, 운행시각 등을 ｢ 제실 상황일지｣에 기록

3
운행선구에 있는 인 선 제사(경부A, 경부B, 과천선, 경원선, 지하 제사)와 임시 동열차 운행에 한 숙지여부 확인  의

  - 특히 지하선운행 동열차의 경우 지하1호선 운행인지, 경원선으로 운행하는 동열차인지 미리 확인

4 실제운행 상황을 열차다이어에 붉은 선으로 표기

■ 수송기간(추석, 설 연휴 등) 임시 동열차

  - 역사업본부 차량 제사에게 차량 비 여부 확인

  - 기 차승무사무소  열차승무사무소에 운 업무종사자  차장 충당 여부 확인

  - 계 각 역에는 임시 동열차 운행 숙지여부 확인

  - 본선 귀경열차와 임시 동열차와의 속을 해 해당 속 정거장에 임시 동열차 정차시간 ( 기시간) 숙지 지시

  - 임시 동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속 운행시간 수하도록 지시 

8
운 취  

취약역 감시

■ 아래의 와 같이 해당 선구에 맞게 운 취  취약역 감시

  - 용산역 삼각선 화물열차 임시열차가 경원선으로 진출입시 기존의 행 동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시

  - 등포 화물열차나 임시열차 운행 시 타선구 제사( : 경부A)와 의하여 KTX, 일반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결정(1선 운

행 할 것인지 3선 운행 할 것인지 사 에 의사결정)

  - 구로역 행 동이나 화물열차의 경우 수원행 9번 인천행 8번을 반드시 취 , 반드시 확인감시 철

  - 일반 동 3번선, 수원행 4번선 인천행 구로취  반드시 확인감시

  - 구로 삼각선 열차 운행 시 경부선에서 열차 올라오지 못하도록 감시

  - 구로 삼각선은 1개 열차만 취  가능함

  - 오류동 부평입환기 본선지장 입환시 인 선 동차 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감시

  - 특히 운 취 자 경력이 짧거나 운 취 미숙한자 일 경우 특별한 주의력 기울여야 함 

9
동열차 지연 

수보  입력

1
종착역( : 인천, 구로) 운 취 자에게 제직통 화를 통해 약 3시간에 한 번씩 열차지연시각을 수보하여 열차다이어에 기록

  - 운행순서가 변경되어 운행하는 동열차들을 주의하여 열차지연 수보

2
5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 열차다이어  ｢ 제실 상황일지｣에 붉은 씨로 기록(민원발생 계

나, 사고 련된 운행시각 분석 등에 한 자료로 활용)

3
KROIS에서 ‘ 동열차지연시간입력’의 지연분석란에 당일 운행되었던 동열차에 하여 5분이상 지연된 동열차들을 담당선구별

로 구분하여 그 사유와 지연시간을 입력 

10 열차다이어 - 차단열차 시간, 단 구간 시간은 붉은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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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운휴열차는 붉은색으로 ‘휴’ 라 표기

- 지연시간 지연열차 등을 열차보고 받아서 열차다이어에 표기

- 서행 / 순서변경 / 고장열차 내용 등을 표기

- 장애와 민원발생시 왼쪽여백에 표기

- 사고시 사고개황 표기

- 임시 열차운행은 붉은 선분으로 표기

- 기타 요한 사항은 모두 표기 

11 민원

■ 화민원

1 선임 제사 통해서 는 직  민원 화 내용 수

2

다양한 민원 내용 수  처리

  제센터에서 해결

    - 승객에게 민원(운행시각 문의, 열차 속 문의 등 등) 수  처리

  역에 연락

    - 승객에게 민원(유실물, 토사물, 노숙자, 차내 소란 신고 등) 수시 승객에게 문의하여 타고 있는 열차의 운행 치(OO행  

지  지나는 역) 악

    - 운행열차의 상당 방 정거장 운 취 자에 제직통 화로 민원발생 내용과 장소 통보

  차장에게 연락

    - 승객에게 민원(냉･난방, 잡상인, 종교활동, 차내이상 소음, 방송소리 크다/작다 등) 수시 무선 화로 차장을 호출하여 민원 처리 지시

3 처리상황 추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4 ｢긴 (민원) 화 수 처리기록부｣ 작성

■ 인터넷 민원

1 서무담당자로부터 제 련 민원 내용 수

2 련 내용 악 후 서면으로 안 작성하여 서무담당자에게 달 

12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동작

1
DLP화면상에 하1.2선 상1.2선 동시 유표시 시 / 운 업무종사자에게 장내신호 정지나 출발정지 수보 / 해당 정거장에서 비상

정지버튼 동작되었다는 내용 수보

2 정거장에 비상정지버튼이 동작되었음을 알리고 신속히 장 확인 지시

3 해당 운 업무종사자에게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동작되었음을 알리고, 해당 차장에게 여객 안내방송 할 것을 지시

4 승강장에 역무원 출동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복귀하 음을 수보 받았을 때에 해당열차에 사유를 무선 화로 통보하고 정상운행 지시

5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실 기록부｣에 기록 

13 선로지장작업

1 시행일 3일 이 부터 KROIS/IRIS를 통해 선로지장작업  각 열차사이 작업 여부를 미리 악

2
KROIS의 시행사항 조회란 확인하여 해당선구에 한 작업내용을 ｢선로사용 지 사용기록부｣에 기록하고 체 인 운행선구에 

한 운행가능 여부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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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작업감독자와 의한 역장이 철도 화로 제사에게 선로지장작업에 해서 사 (최소 작업시작 4시간 이 )에 작업에 한 

의를 함

 - 철도 화로 서로 간에 ｢선로차단공사 시행기록부｣에 근거･사유･작업지 ･시행기간･감독자 소속･직명･성명･작업시행역장  인

역장･ 제사･작업시작 의 최후열차･작업완료 후 최 열차･장비 운행명･작업인원수･휴 무선 화번호･감독자책임자의 휴 폰 

번호 등을 상호 기록함

 - 작업지 에 한 상호 통화시에는 정확한 작업지 을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에 하여는 다시 한 번 안 취 에 한 강조를 

함, 특히 장비가 이동하는 작업에 하여는 규정에 따른 장비 이동거리를 수하고 상호 무선 화/휴 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작업 할 것을 지시 

 - 작업내용이 ･단  필요한 선로지장작업의 경우 담당 제사로부터 사 (최소 작업시작 4시간 이 )에 ｢ 차선로 단  

의부｣를 수령  검토하여 승인

4 동열차의 운행이 모두 끝나고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음을 각 운 취 역에 제직통 화로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함

5
주박 동열차들이 유치되는 운 취 역에는 동열차들의 팬터그래  하강  동방지 상태를 제직통 화로 운 취 자에게 

확인하고, 단 취 이 가능함을 수보 받음

6 해당선구에 한 선로지장작업을 제업무승인사항 기록부에 기록 (운 명령번호･작업개시시간･작업내용･작업구간 등)

7
단 이 필요한 선로지장작업은 해당 선구에 한 단  가능 여부를 담당 제사에게 단 이 가능함을 통보 후 담당 제

사로부터 단  되었다는 내용을 수보하면 ｢ ･단 의부｣에 단 시간과 서로의 성명을 기록함

8
작업개시 시간이 되어 장의 작업 비가 완료되었음을 작업시행역의 역장으로부터 철도 화로 연락이 있으면 운 명령 승인번호

(단 구간, 단 개시시간)를 철도 화/ 제직통 화로 해당역 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역장이 제사에게 작업개시를 보고

9 장비가 이동하는 작업구간에는 차단열차번호를 하나의 장비명마다 부여하고 차단열차간의 열차이동을 작업시간에 감시함

10 열차다이어에 작업구간 표시  작업 시작과 종료시각, ･단 시간(붉은 씨) 기록함

11

작업 에는 역장이 제사에게 제직통 화로 작업 진행 상태를 보고

  - 작업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역장은 제사에게 미리 승인을 요구하면 제사는 최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단하여 승

인가부 결정

12 작업  작업장비의 작업구역 이탈여부를 DLP(L/S)로 계속 감시

13
역장으로부터 작업완료(운 명령, 작업구간) 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작업내용  운 명령번호에 의해 재차 확인  ｢선로사용 지

공사기록부｣･｢ 제업무 승인사항기록부｣, 열차다이어에 완료시각 기록

14 완벽한 마무리 작업 지시  장비열차의 완 한 철수 여부를 역장에게 확인

15
 필요시 기 제사로부터  가능 여부 통보 받은 후 해당 역에 해도 좋은지 제직통 화로 재차 확인 후 기 제사

에게 해도 좋다고 통보

16 기 제사로부터 했다고 다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역장에게 되었다고 통보

17 해당 역에 최 열차 운행시 해당역에서 운 업무종사자에게 최 열차임을 통보 하도록 지시 

14 일반상황시 ■ 철도공사 구역에서 타소속( :서울메트로) 차량에 한 기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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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용

1 서울메트로 소속 동열차가 OO분정도 지연되어 운행한다는 내용을 서울메트로 제사로부터 수보 

2 지원 제사( 역사업본부 여객 제사, 차량 제사)에게 연락하여 각 역에 여객 안내  지연에 따른 집 안내방송 할 것을 통보

3 기운용변경 작업을 담하는 제사를 별도로 배치, 열차다이어를 확인하며 체 인 열차들을 악

4
반 인 열차들을 운행정리하는 별도의 제사는 각종 화나 무선 화 통보를 담하며, 운 취 역에 사유를 통보  운 취  

등을 독려하고 오취  여부를 감시

5
철도공사 구간 체운행거리에 한 운 시간과 반복 운행시간을 고려, 행선지를 근거리로 변경운행조치 ( : 성북행→병 행, 성

북행→구로행)

6
해당 동열차 운 업무종사자와 차장에게 내용을 무선 화로 통보하고 운 명령 승인을 과 동시에 여객들에게 충분한 안내방송

을 시행 할 것을 지시

7 해당 운 취 역(구로역)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

8 근거리로 변경된 동열차는 그 역에서 재 운행하는 서울메트로 동열차의 열차번호를 부여하여 정시운행 하도록 조치 

9 그 후속 운행 인 타소속( :서울메트로) 동열차의 열차번호를 순차 으로 시간에 맞게 행선지를 변경

10
해당 동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차장에게 무선 화로 통화  각 역의 운 취 자들에게 사유통보, 여객들의 유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11 서울메트로 제사에게 변경 조치된 열차와 행선지를 통보하여 타소속( :서울메트로) 동열차의 운용에 한 정보를 제공

12 기운용 변경작업을 한 제사는 열차다이어와 ｢ 제실 상황일지｣에 내용 기록

■ 타소속 구역에서 철도공사 차량에 한 기운용인 경우

1 철도공사 소속 동열차가 지연운행 되어 타소속( :서울메트로) 지하청량리역 반복으로 운행하는 동열차 지연운행이 상 되는 경우

2 타소속( :서울메트로) 제사에게 직통 화로 재 운행 치와 지연시분을 통보

3 반복 운행열차에 해서 열차다이어를 비교 조 하고, 타소속( :서울메트로) 제사와 열차번호 변경 등 의 

4
경원선 방면에서 오는 인천행 동열차와 지하청량리역에서 반복 운행하는 동열차와의 경합등이 있으므로 무엇을 먼  운행시킬 

것인지 등을 서로간에 의 결정(직통 화)

5
변경된 동열차에 해서는 승무사무소(운 업무종사자),열차사무소(차장)에 화 통보하여 운 업무종사자/차장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6 변경되어 운행하는 동열차의 열차번호가 DLP화면상에 지하서울에서 철도공사구간으로 정확하게 이동되어 시하는 지를 확인, 변경 

15
사고 발생시 

기운용

◆ 동열차의 운행이 30분~60분이상 지연이 상 되면

1
제사끼리 의하여 기운용업무에 해 담당 역할 분배 ( :인천방면, 병 방면, 행 동열차별로 역할 분배)  반 인 열차들

을 운행정리(각종 화나 무선 화 통보 포함)하는 별도의 제사를 지정

2 열차다이어/운 시각표 등을 통해 체 인 열차 상황 악

3 우회 운행(운행이 지된 구간을 우회하여 운행할 수 있는 선구) 방안을 타선구 제사와 의

4 지원 제사( 역사업본부 여객 제사, 차량 제사)에게 연락하여 여객 안내  각 역에 지연에 따른 집 안내방송을 할 것을 통보

5 운 취 역에 제직통 화로 동열차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 여객 유도 안내방송을 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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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행이 지된 구간에 정차하고 있는 동열차들을 DLP화면으로 악 하여 운행이 개시될 경우에는 어떤 동열차로 활용할 것인

지 등을 미리 계획함

◆ 운행이 재개 되면

7
열차다이어/운 시각표를 참고로 하여 동열차의 종착역에서 반복 운행하는 동열차들의 열차번호를 재 시각에 운행하여야 할 

열차번호로 변경

8
열차다이어  DLP화면을 통해 행선지별로 장거리/근거리 운행을 고려하여 몰려서 운행되는 동열차는 그 에 일부 동열차를 

회송으로 입고 조치

9 해당 동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차장에게 바  열차번호와 행선지를 통보

10 각 역의 운 취 자들에게 열차운행 변경내용(열차번호와 행선지)을 통보하여 여객 안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

11 타소속( :서울메트로) 제사에게 변경 조치된 열차번호와 행선지를 통보

12 열차다이어와 ｢ 제실 상황일지｣에 기운용 내용을 기록 

16 사상 사고

1 동차 운 업무종사자로부터 무선 화로 사상사고 발생 수보

2

선임 제사에게 사고상황 구두로 보고

  - 사고발생 지 으로 운행하는 모든 동열차에게 주의 운 통보를 무선 화로 지시 ( : “00지  사상사고발생! 재 사상사고 

조치 에 있으니 00지 을 향해 운행하는 모든 동열차들은 최 한 주의운  하라”)

3 사고 장에 정거장 직원 수배, 119수배, 시설직원(선로반) 장 견지시

4 사고열차의 후속열차는 무조건 후속정거장 정차하도록 무선 화로 지시  선로변경운행 통보

5 역사업본부 여객 제사에 여객 안내방송하도록 지시

6 후속 동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운행선 변경하도록 무선 화로 지시 ( : 상3선 사고시 상2선, 하3선 사고시 하2선 운행지시)

7 수습완료 후 사상사고 차량 장발차

8 사고차 운휴하고 회송입고 조치 (구간운휴처리)

9 사고차를 체할 동열차를 특발 조성하여 기지( :구로)에서 발차 

17 차량 장애

1 운행 인 동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차장으로부터 동열차에 이상이 있음을 무선 화를 통하여 수보

2
재 운행하고 있는 동열차의 운행 치를 DLP화면상에서 악한 후 무선 화를 통하여 해당열차를 호출 그 사유를 확인함과 동

시에 역차량사업본부 차량 제사에게 화로 연락을 하여 해당 동열차의 이상 유무를 악하도록 조 요청

3

동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차량 리원이 배치된 도  정거장에 차량 리원을 기 시켜 해당 

동열차에 승차시켜 열차를 운행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 열차의 차장을 무선 화로 호출하여 재의 동열차 상태를 통고하

고 그에 따른 여객불편사항에 해서 사과방송을 하도록 지시

4 차량 리원의 조치 경과를 차량지원 제사로부터 화 수보하여 열차운행에 참고

5

동열차의 이상 발생으로 동열차가 하게 지연운행을 함에 따라서 여객들이 정거장에 많이 몰리는 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차장에게 무선 화를 통하여 후속 동열차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각 정거장에 화로 연락하여 여객 

폭주에 따른 이용 불편과 후속 동열차 이용에 한 여객 안내방송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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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실 상황일지｣에 기록 

18 기교체

1 고장 발생한 동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차장으로부터 무선 화를 통하여 고장 부   증상에 해 수보

2

역사업본부 차량지원 제사에게 화 연락하여 해당사실 통보

  - 통보받은 역사업본부 차량 제사는 차량 고장에 해 운 업무종사자/차장과 화 통화하여 열차운행 가능여부를 확인

  - 통보받은 역사업본부 차량 제사는 간역에 배치된 차량 리원에게 열차번호, 차량증상을 통보하고 열차에 승차하여 고장

수리를 하도록 지시

3
차량 리원이 고장 열차에 승차하 는지 확인하기 하여 차량 리원이 배치된 간역 운 취 자에게 확인 후 통보하도록 제직

통 화를 통하여 지시(열차가 정차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여객안내방송을 시행하도록 지시)

4 역사업본부 차량 제사는 고장 열차에 승차한 차량 리원으로부터 수리가능 여부 연락 받고 해당 내용을 제사에게 직  구두로 연락

5

역사업본부 차량 제사로부터 아래의 내용을 수보

   고장열차가 장 수리 가능한 경우

     - 고장열차를 차량 리원이 장 조치하 다는 내용을 수보하면 계속 운행을 운 업무종사자/차장에게 지시

   고장열차가 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 고장열차가 정상 인 장거리 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수보하면 아래의 직무 수행

6

동열차 교체를 결정하고 운 시각표, 입･출고 황표, 열차다이어, MMI, DLP(L/S)를 통해 기 인(입고 비 인) 동열차의 

존재 여부를 확인

   기 인(입고 비 인) 동열차가 없을 경우

     - 차량기지에서 출고하여 동열차를 교체하는 해당역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0분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의 여유가 충분한지를 확인 

     - 차량기지내에서 새로운 동열차를 출고하여  것을 역사업본부 차량 제사에게 화로 통보

     - 기 차승무사무소  열차승무사무소 교번운 자에게 화 연락하여 동열차를 출고 하도록 지시

   기 인(입고 비 인) 동열차가 있을 경우

     - 입고하는 동열차를 입고시키지 않고 고장 동열차의 체열차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고장열차  체열차의 운 업무종

사자/차장에게 무선 화로 연락(이때 고장 열차에서는 여객 안내방송을 하도록 지시)

     - 입고하는 동열차를 입고시키지 않고 고장 동열차의 체열차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고장열차가 오고 있는 인 역 운

취 자  체열차의 간역 운 취 자에게 제직통 화로 통보

7 체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고장 열차의 원래 행선지 시  운행 비를 무선 화로 지시

8
해당 역에 교체 사용하는 체열차가 승강장에 비 완료되면 고장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차장에게 동열차의 교체사실을 무선

화로 통보하여 여객안내 방송을 하도록 지시

9 체열차로 승객의 이동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 

19
신호보안장치 

장애

※ LDTS/선로 환기/신호기/장내신호기/연동장치 장애

1 신호보안장치 장애 발견  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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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P화면 감시를 통해 신호보안장치 고장 발견

 - 운 업무종사자로부터 신호보안장치 고장 수보

 - 해당역으로부터 신호보안장치 장애 수보

2

신호 제사에 해당신호기 고장임을 통보

   해당 신호기만 고장인 경우

    - 최 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최 열차 통보  승인번호(｢ 제업무 승인사항 기록부｣에 기록)를 주며 시속 25킬로 이하 주의운  

지시

    - 최 열차 운행후 최 열차 운 업무종사자로부터 지장없음을 수보시 후속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승인번호(｢ 제업무 승인

사항 기록부｣에 기록)를 주며 시속 45킬로 이하 주의운  지시

   해당 신호기와 다른 신호보안장치에 동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본사 시설 제에 철도 화로 통보

    - 장내 출발신호기 고장인 경우 CCM/LOCAL 환 후 시험 취

3 신호 제사로부터 고장원인･복구시간 등을 수보

4 ｢신호보안장치 장애 기록부｣에 고장신호기･고장원인･지장열차 등을 기록하여 선임 제사에게 결재요청 

20  장애

◆ 단순 트립

1 운 업무종사자나 제사로부터 단  사실 무선 화/철도 화로 수보

2

해당구간의  열차에게 무선 화로 지시

(OO구간에서 OO구간까지 단 되었으니 OO구간의  열차는 인  정거장까지 타력운 하여 정거장내 정차후 제실 지시받고 발

차하도록 지시)

3 해당역에 제직통 화로 단 원인 악 지시( 차선 검 지시)

4 해당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화로 단 원인 악 지시(팬터그래   차선 검 지시)

5 제사로부터  수보시 다른 장애 원인이 없을 경우 그 구간에 동차 정상운행 할 것을 무선 화로 지시

◆ 장애 (10분이상이면 장애)

1
제사로부터 단 원인이 심각하여 장기간 단 이 필요하다고 연락 받았을 경우 운행선 변경취  ( : 상1･2, 하1･2선에서 단

이 안되는 선으로 운행지시)

2 단 구간에서 운행불가열차 운휴처리

3 단 구간의 여객취 (타교통수단이용)에 해서 역사업본부 여객 제사와 의  각 역에 여객안내 방송지시

4 운휴열차만큼 특발열차 조성지시등 본격 인 기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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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환

1 수송담당역무원과 입환에 해 의

2 KROIS로 입환열차 운행상태 확인

3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前前역 발차(통과)한 입환열차 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4 폐색상황 에 입환열차 번호 기입

5 운 제사에게 직통 화로 입환열차 정보(열차번호, 해결 량 수)를 통고

6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7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입환열차의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8 조작반에서 부본선 개통상태(부본선이 녹색으로 표시)인지 확인

9 입환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당역 입환열차임을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10 조작반에서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11 입환열차 당역 도착 시 KROIS에 입력

12 운 제사에게 직통 화로 제어모드를 CTC에서 Local로 환 요청

13 CTC역조작기록부' 작성(승인번호, 승인시각, 담당자 기록)

14 조작반으로 입환작업의 진행상태를 감시

15
수송담당역무원의 본선지장 작업 요청 시 본선지장선로, 승인번호, 완료시각('본선지장승인부' 작성)을 운 업무종사자  수송담당

역무원에게 무선으로 통고 후 조작반 취

16 입환 종료 후 입환열차의 발차여부를 직통 화로 운 제사와 의

17 다음 역과 입환열차 폐색취  후 입환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출발여부 무선 통고(00열차 출발 확인 발차)

18 입환열차 발차 시 KROIS에 입력

19 다음 역에 입환열차 번호  발차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00열차 정사, 0분조, 0분연)

20 폐색상황 에서 발차한 입환열차 번호 삭제

21 입환열차 발차 후 운 제사에게 직통 화를 이용하여 Local에서 CTC로 환 요청

22 CTC역조작기록부' 작성(마감시각기록)

2
입환

(보조업무)

1 운 업무종사자  수송담당역무원과 무선 호/수신호로 교신하며 입환작업 보조

2 본선지장 작업 시 조작반취 자의 무선지시에 따라 수행

3 기선로 환기 취  시 조작반취 자에게 취  요청

4 추붙은선로 환기 취   수송담당역무원과 의한 정당한 입환진로 확인 후 취

5 추붙은선로 환기 취  후 정당한 진로로 취 하 는지 확인 후 입환 호 시행

6 차량 간 연결 상태  제동 시험 이상여부 확인

[부록 2.2-8] 열차운용원 직무분석 결과



- 417 -

No. 직무 열차운용원 직무 세부 차

3
통과열차

 취

1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前前역 발차(통과) 열차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2 폐색상황 에 열차번호 기입

3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4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5 조작반에서 본선 개통상태(본선이 녹색으로 표시)인지 확인

6 前역 발차(통과)하는 열차번호를 다음 역에 폐색 화기로 통고

7 조작반에서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8 열차 통과  정당한 열차인지 감시하고 KROIS에 입력

9 다음 역에 당역 정시 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10 폐색상황 에서 통과한 열차번호 삭제

4
정차열차

 취

1 前역 열차운용원으로 부터 前前역 발차(통과) 열차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2 폐색상황 에 열차번호 기입

3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4 前역 열차운용원으로 부터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5 조작반에서 본선 개통상태(본선이 녹색으로 표시)인지 확인

6 정차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당역 정차임을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7 前역 발차(통과)하는 열차번호를 다음 역에 폐색 화기로 통고

8 조작반에서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9 당역 열차 정차 시 KROIS에 입력

10 정차열차 발차 시 KROIS에 입력

11 다음 역에 당역 정시 발차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12 폐색상황 에서 발차한 열차번호 삭제

5

임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1 운 제사와 임시 피열차에 한 사항을 직통 화로 의

2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前前역 발차(통과)한 임시 피열차 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3 폐색상황 에 임시 피열차 번호 기입

4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5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임시 피열차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6 조작반에서 부본선 개통상태(부본선이 녹색으로 표시)인지 확인

7 임시 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당역 피열차임을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8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前前역 발차(통과)한 통과열차 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9 폐색상황 에 통과열차 번호 기입

10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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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통과열차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12 前역 발차(통과)하는 통과열차 번호를 다음 역에 폐색 화기로 통고

13 조작반에서 임시 피열차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14 통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폐색신호가 정상이 아닌 이유에 해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15
임시 피열차가 부본선에 도착 시 KROIS에 입력  피열차 후부가 차량 한계표 내로 진입하 는지 확인 후 후부개통상태를 

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통고(00열차 뒤 양호)

16 통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임시 피열차 부본선 도착 완료  폐색신호가 정상임을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17 조작반에서 통과열차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18 열차 통과  정당한 열차인지 감시하고 KROIS에 입력

19 다음 역에 통과열차 정시 통과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20 폐색상황 에서 통과한 열차번호 삭제

21 임시 피열차 발차여부에 해 운 제사와 직통 화로 의

22 다음 역과 임시 피열차 폐색취  후 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출발여부 무선 통고(00열차 출발 확인 발차)

23 임시 피열차 발차 시 KROIS에 입력

24 다음 역에 임시 피열차 번호  발차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25 폐색상황 에서 발차한 열차번호 삭제

6
정규 피

열차

1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前前역 발차(통과)한 정규 피열차 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2 폐색상황 에 정규 피열차 번호 기입

3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4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정규 피열차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5 조작반에서 부본선 개통상태(부본선이 녹색으로 표시)인지 확인

6 정규 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당역 피열차임을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7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前前역 발차(통과)한 통과열차 번호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

8 폐색상황 에 통과열차 번호 기입

9 정당한 열차인지 KROIS/열차번호인식기로 열차운행 확인

10 前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통과열차 정시 발차(통과) 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 받음(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11 前역 발차(통과)하는 통과열차 번호를 다음 역에 폐색 화기로 통고

12 조작반에서 정규 피열차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13 통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폐색신호가 정상이 아닌 이유에 해 무선 통고(열차무선통화기록부 작성)

14
정규 피열차가 부본선에 도착 시 KROIS에 입력  피열차 후부가 차량 한계표지 내로 진입하 는지 확인 후 후부개통상태

를 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무선 통고(00열차 뒤 양호)

15 통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정규 피열차 부본선 도착 완료  폐색신호가 정상임을 무선 통고(열차무선 통화기록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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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무 열차운용원 직무 세부 차

16 조작반에서 통과열차 근벨 소리가 들리면 조작반/열차번호인식기/KROIS를 확인

17 열차 통과  정당한 열차인지 감시하고 KROIS에 입력

18 다음 역에 통과열차 정시 통과여부를 폐색 화기로 통고(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19 폐색상황 에서 통과한 열차번호 삭제

20 정규 피열차 발차여부에 해 운 제사와 직통 화로 의

21 다음 역과 정규 피열차 폐색취  후 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출발여부 무선 통고(00열차 출발확인 발차)

22 정규 피열차 발차 시 KROIS에 입력

23 다음 역에 정규 피열차 번호  발차시각을 폐색 화로 통고(00열차 정시, 0분조, 0분연)

24 폐색상황 에서 발차한 열차번호 삭제

7
선로차단공

사

1 KROIS에서 차단공사 운 명령 수신  발행

2 선로차단공사 시행 책임자로부터 '작업통지서', '작업시행 검표' 수령  의

3  '작업시행 검표' 작성  운 제사에게 E-mail/FAX로 송부  의

4 운 제사로부터 차단열차 번호  차단공사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통보 받음

5 운 제사에게 직통 화로 제어모드를 CTC에서 Local로 환 요청

6 'CTC역조작기록부' 작성(승인번호, 승인시각, 담당자 기록)

7 '운 (작업) 의서' 발행

8 조작반 취   '선로차단공사시행부' 작성(차단승인번호, 승인시각)

9 선로차단공사 시행 책임자에게 무선으로 승인번호 통고  안 작업 지시

10 운 제사에게 직통 화를 이용하여 선로차단공사 시작 보고

11 반 선에 통과열차 있을 시  운 제사로부터 상용폐색승인번호를 통고 받고 다음 역에 통고

12
통과열차 운 업무종사자에게 상용폐색승인번호를 무선으로 통고 후 열차취  무선통화기록부 기록 (00열차 00구간 00선 차단 00선 

상용 00호로 운행)

13 차단작업 책임자로부터 작업종료  열차운행 지장없음을 통고 받음

14 운 제사에게 직통 화를 이용하여 선로차단공사 종료 보고  제어모드를 Local에서 CTC로 환 요청

15 'CTC역조작기록부' 작성(마감시각 기록)

8 인수인계

인수자는 교 시간 0분  출근

역무일지  운 계장표 (CTC역조작기록부, 본선지장승인부, 열차무선통화기록부, 운 시행 달부, 역 기록부, ATS고장기록부, 

운 의서, 작업통지서, 운 작업 의서) 인수인계

인계자는 일반업무  운 업무 특이사항을 서면  구두로 인수자(교 자)에게 인계

인수  인계자는 교  시 역무일지 등 인수인계부에 서명 날인

9 검 일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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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회 이상 신호보안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하고 '신호보안장치 사용 검부'에 결과 기록

불량개소 발견 시 역장에게 보고('보안장치장애  보수기록부' 작성)

합동 검

선임 기장, 선임시설 리장과 함께 매월 1회 합동 검 실시(선로 환기 상태, 일상태, 계 기실, 각 시설물 검)

장치의 이상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즉시 '보안장치장애  보수기록부'에 기록 후 보수담당자에게 통고

10 행정

KROIS에서 메시지 수신하여 운 시행 달부 등록  발행

역무일지 작성

직장교육훈련 작성  교육

공문서 수(열람)  작성

무재해기록  리

매표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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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시행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지침은 “인적오류 관리 기술기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철도안전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의 인적행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하여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
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에 내재되어 있는 인적오류를 분석하는 체
계와 보고받은 아차사례를 분석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인적오류”라 함은 철도종사자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에 의해 대
중, 기기, 환경에 대하여 의도한 목적과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한 그때의 행위를 말한다.

  3. “아차사례”라 함은 철도사고등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철도사고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례와 규정/지침의 준수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부록 2.2-9]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시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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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문인력 또는 소속 철도종사자를 말한

다.
  5. “자료”라 함은 초기 급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 사진 또는 영상자료, 기록

장치에 저장된 자료 등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6. “자료 등”이라 함은 자료 및 분석된 결과를 말한다.

제4조(주체 및 대상)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에 내재되어 있는 인적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차사례를 접수 받고 분석하여야 한
다.

제5조(위탁) ①철도운영자등은 인적오류의 원인분석 활동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
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아차사례의 접수 및 분석 
활동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5조 제1항
을 제외하고는 위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있다.

제6조(전문인력)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한 인적오류 분석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운영자등은 7년 
이상의 철도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인적오류 분석자를 선발 또는 지정하
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인적오류 분석자를 위하여 시스템 사용
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및 안전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심층적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의한 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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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의 목적
  2. 규정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시스템의 하드웨어 요건
  5.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요건
  6. 전문인력의 선발 또는 지정
  7. 전문인력의 권한 및 책임
  8. 전문인력의 교육
  9. 인적오류 분석의 주체, 대상, 절차
  10. 아차사례 분석의 주체, 대상, 절차
  11. 규정의 작성, 유지, 제출
  12. 자료등의 유지, 열람, 제출
  13.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규정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

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정
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 규정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검토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 받은 규
정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에
게 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정한 경우

제2장 시스템 구축 요건

제8조(시스템 구축)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시 적절한 외부기관에 위
임할 수 있다. 단, 모든 책임과 의무는 철도운영자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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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하드웨어 설계 요건) ①분석 결과를 철도종사자가 확인하고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웹기반(web-based)의 컴퓨터로 구성되어야 한
다. ②시스템의 중앙컴퓨터에 비인가자의 물리적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
한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자료등의 보존을 
위하여 이중 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원 상실시 에도 자료등의 손실을 방
지하고 일정시간 이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설계 요건) ①자료등의 유지 및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철도종
사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 브라우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은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로그인 기능을 구현
하여야 한다. ③사이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분석 진행상황이 추적 및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⑤시
스템의 자료등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안전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훈련모드를 지
원하여야 하며 사용 상황에 알맞은 도움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항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가동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사용자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설계 요건) ①시스템은 인적오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요소(철도종사
자・직무・작업환경・조직 관련 등)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②시스템은 인적
오류의 유형 및 다양한 원인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분석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은 발생한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스
템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은 분석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3장 시스템 운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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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적오류 분석)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조사시 인적오
류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의해 인적오류를 분석할 때에는 모든 자료등에 대하여 소속 철도종사
자가 그 진행상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
거의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를 분석할 때에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④분
석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의 세부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아차사례 분석) ①아차사례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자 또는 발생
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
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아차사례는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시스템을 이용
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아차사례의 접수・분석・결과・대책 등에 대하여 소속 철도종사자
가 그 진행상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아
차사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분석은 제1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자료등의 보존・열람・활용 및 제출)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의 자료등을 
보존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모든 자료등에 대
하여 소속 철도종사자가 장소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자료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우
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
자등은 분석한 결과를 소속 철도종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 및 교육하여
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분석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분석을 하면서 인지한 
사실이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어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파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자료등의 제
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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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출된 자료등에 대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분석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석을 
지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인적오류 분석 또는 아차사례 분석을 의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
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의 조사 보고와 관련하여 이 시행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등에 관한 철도운영자등의 조사 보고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별표 1]
인적오류 분석 세부 절차(제12조관련)

1. 적용범위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인적오류 분석의 세부절차에 대해 정한

다.

2. 용어의 정의
 가. 작업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인적오류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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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석을 준비한다.
   (1) 분석대상 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여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한

다.
   (2) 분석대상 철도사고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여러 ‘단위’로 구분하고 발생시

각, 관련 철도종사자, 내용 등을 기록한다.
   (3) 입수한 자료 이외에 각 ‘단위’마다 수집해야 할 추가 자료(규정 등의 문서, 

기록장치 또는 전산장치에 저장된 자료, 면담이 필요한 관련 철도종사자, 
기타 증거자료 등)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나. 자료를 수집한다.
   (1) 가.(3)의 추가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피면담자를 어떻게 면담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2) 계획에 따라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따라 가.(2) 부분을 보완

이 가능하면 보완한다.
   (3)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작업자・직무・작업

환경・조직 관련 상황을 분석하고 인적행위를 분석한다.
   (4)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서로 모순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

면 나.(2) 또는 (3) 단계로 돌아가 다시 자료를 수집하거나 면담을 한다.
 다. 사건을 재구성한다.
   (1) 시각에 따른 사건의 상황과 인적행위자의 행위를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

한다. 서로 모순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나.(2) 또는 나.(3) 단계로 
돌아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면담을 한다.

   (2)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인적오류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분석대상 인적
오류로 선정한다.

 라. 원인을 분석한다.
   (1) 분석대상 인적오류가 어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어느 오류유형에 해당하

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2) 원인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소가 분석대상 인적오류에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 작업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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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의 지식, 경험, 능력
- 직무의 특성
- 작업장 내의 도구 및 장비 또는 온도 및 습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 열차, 기반시설, 외부환경
- 규정 또는 업무절차서 등
- 작업자의 선발, 배치, 교육훈련, 평가 등의 인적자원 관리
- 작업자간 의사소통
- 소속 부서(조직)의 특성, 문화 및 관리, 감독

   (3) 분석대상 인적오류가 발생한 사실의 인지 및 오류대응에 대하여 분석한다.
   (4) 분석대상 인적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방지벽이 없었는지

에 대하여 분석한다.
   (5) 분석대상 인적오류 각각에 대한 원인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핵심원인을 

선정한다.
 마.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1) 앞 단계에서 결정된 철도사고등의 핵심원인 각각에 대해 예방 대책(하드웨

어적 시스템 개선 또는 행정/절차적 제도 개선 등)을 작성한다.
   (2) 예방 대책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한다.
 바.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1) 이전 단계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인적오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인적오류 분석 보고서를 책임자가 검토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결과를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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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에 대한 시행지침(안)

제1조(목적) 본 시행지침은 “인적오류 관리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의 직무에 
대해서는 그 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에 있
어서 필요한 요건을 정하여 인적오류로 인한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의 발생 감
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소속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 및 관리함에 있어서 본 지
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
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종사자”라 함은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업무종사자”라 함은 철도종사자중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부기관사, 기

장, 장비운전원 등), 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 등),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
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자(열차운용원 등)를 말한다.  

  3. “직무분석”이라 함은 철도종사자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일정한 범주로 분류
하고, 분류한 각 직무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도
종사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여 시간 또는 수행 순서대로 나타

[부록 2.2-10]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에 대한 시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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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4. “직무부하”라 함은 철도종사자가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말한다.
  5. “직무부하 평가”라 함은 철도종사자의 직무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활동

을 말한다. 
  6. “직무부하 관리”라 함은 직무부하 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높은 부하의 직무에 

대하여 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적오류”라 함은 철도종사자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에 의해 대중, 

기기, 환경에 대하여 의도한 목적과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그
때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주체 및 대상) ①철도운영자등은 소속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
무부하를 평가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
른 부류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최근 과거 3년 동안,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한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
적오류로 인해 발생한 운행장애 발생건수와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모
든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한 운행장애 발생건수의 비율이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2. 최근 과거 5년 동안,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적오
류로 인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에 대하여 직무분석

을 실시한 후 전체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부하 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직무부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변경의 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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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 일부가 변경된 경우
   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 일부가 변경된 경우
  ④철도운영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

부하를 평가하여 관리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철도운영자등은 소속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거나 직무부하를 
평가하는 활동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직무부
하 관리에 대한 업무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③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위탁을 제외하고는 위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있다.

제6조(시기) ①매 2년마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년이 되기 전에 
직무분석 및 직무부하 평가를 수행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4조 제2항 제3호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제4조 제3항은 직무
의 일부가 변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①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조
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5조에 따라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을 실시할 각 직무분야마다 1인 
이상의 직무분석자를 선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직무분석자는 직무
분석을 실시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철도
운영자등은 직무부하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철도운
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를 위하여 선발 또는 지정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간공학 및 안전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①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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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유지하여
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의한 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의 목적
  2. 규정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전문인력의 선발 또는 지정
  5. 전문인력의 권한 및 책임
  6. 전문인력의 교육
  7. 직무분석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8. 직무부하 평가의 주체, 시기, 대상, 절차
  7. 직무부하 관리 활동의 수립 및 시행
  9. 규정의 작성, 유지, 제출
  10. 자료의 유지, 열람, 제출
  11.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규정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

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정
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 규정의 타당성 등
에 관한 검토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 받은 규정
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에게 
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 활동에 부적합한 사항을 정한 경우 

제9조(직무분석)  철도운영자등은 인간공학이나 안전공학 분야 및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절성이 확인된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를 분석하여
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별표 1의 세부절차에 따라 직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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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제10조(직무부하 분석) 철도운영자등은 인간공학이나 안전공학 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충분히 검증된 직무부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부하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세부 절차에 따라 직무부하를 
분석한다.

제11조(직무부하 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부하 분석결과에 의해 직무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존・열람 및 제출) ①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
무부하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
항의 자료에 대하여 소속 철도종사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철
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직무분석 또는 직무부하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석 또는 재평가를 지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국토해양
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직무분석 또는 직무부하 평가를 의뢰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직무부하 관리의 시행상황이 미
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독촉하거나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국
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직무부하 관리를 위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
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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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분석 세부절차(제9조관련)

1. 적용범위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직무분석의 세부절차에 대해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HMI 
   철도종사자가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인식하고 제어 또는 조

작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모든 장치 또는 기기를 HMI 
(Human-Machine Interface)라고 말한다.

 나. 직명
   철도종사자의 업무영역을 말하며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제사, 운

전업무종사자, 열차운용원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 직무분석 절차
 가. 사전 계획을 수립한다.
   (1) 모든 철도종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분

석 수행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의 취지 등

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3) 사전 공지 및 교육을 포함하여 직무분석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나. 철도종사자의 모든 직무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1) 직무분석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철도종사자를 관찰하며 철도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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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모든 직무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단, 비정상 직무 또
는 비상 직무와 같이 직접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험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철도종사자가 HMI를 통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3) 기록의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상녹
화 또는 음성녹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려면 철
도종사자에게 대상・기간・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직무분석가의 관찰 및 기록하는 모든 행동들이 철도종사자의 고유 직무 수
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철도종사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6) 여러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직무분석가는 어느 하나의 직무

에 대해서도 같은 부류의 여러 철도종사자를 수회 또는 수일에 걸쳐 관찰
하고 기록한다.

 다. 직무분석서 초안을 작성한다.
   (1)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을 적당한 직무로 분류하고 각 직무마다 번호를 부여

한다.
   (2)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직무분석서를 작성하되, 철도종사자가 수행하

는 직무를 시간 또는 수행 순서대로 기술한다.
 라. 직무분석서 초안을 수정한다.
   (1) 완성된 초안에 대해 해당 철도종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견을 반영하여 직무분석서 초안을 수정한다.
 마. 직무분석서를 완성한다.
   (1) 초안을 수정하여 직무분석서를 완성한다.
   (2) 완성된 직무분석서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3)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직무분석서를 완성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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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분 석 서
Ⅰ. 직무분석가

소속
성명

Ⅱ. 대상
일시
장소
직명

Ⅲ. 내용
직무번호 직무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별표 2]



- 437 -

직무부하 분석 세부절차 (제10조관련) 

1. 적용범위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직무부하 분석의 세부절차에 대해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NASA-TLX
   설문 응답자가 6개의 항목(정신적 요구량, 육체적 요구량, 시간적 요구량, 노력, 

직무성취도, 당혹감)에 대해 0에서 100사이의 임의의 점수를 할당하면 이들의 
평균을 통해 전체적인 직무부하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주관적 직무
부하 평가방법을 말한다. 

3. 직무부하 분석 절차
 가. 사전 계획을 수립한다.
   (1) 모든 철도종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부

하 분석 수행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부하 분석의 취

지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직무부하 분석이 철도종사자 개개인의 직무능력 평가 또는 인사상
의 평가와는 관계 없음을 충분히 알린다.

   (3) 직무부하 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문지를 작성한다.
   (1) 철도운영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한다.
   (2) 설문지는 철도종사자의 부류별로 한 묶음으로 제작한다.
 다.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한다.
   (1) 해당 철도종사자 모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율적으로 응답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설문지 응답・회수시 어떠한 경우에도 응답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기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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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설문지가 m부, 직무가 x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직무 1번의 점수

= [[첫 번째 응답자가 직무1번에 대해서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
한 점수 +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표시한 항목의 수 ]
+ [두 번째 응답자가 직무1번에 대해서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
수 +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
수) +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표시한 항목의 수 ]
.
.
.
+ [n 번째 응답자가 직무1번에 대해서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
수 +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
수) +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표시한 항목의 수 ]] / n

여기서 n은 직무 1번에 대해 응답한 인원의 총수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 1번의 점수, 직무 2번의 점수, 직무 3번의 점수,⋯⋯, 
직무 x번의 점수를 모두 구한 후 각 점수를 서로 비교하여 더 큰 값을 가진 직
무의 부하가 다른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한다.

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설문지를 분석한다.
   (1) 회수된 설문지를 취합하여 다양하게 분석한다.
     (가) 각 직무의 상대적인 부하 평가 방법은 각 직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계산

식에 의해 산출한 점수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나) NASA-TLX 6개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이 각 직무의 직무부하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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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설문지가 m부, 직무가 x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직무 1번의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a명의 평균 = [첫 번
째 응답자의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정
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a번째 응답자의 ‘정신적 부하’ 항
목에  표시한 점수] / a
직무 1번의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b명의 평균 = [첫 번
째 응답자의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육
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b번째 응답자의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b
직무 1번의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c명의 평균 = [첫 번
째 응답자의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시
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c번째 응답자의 ‘시간적 압박’ 항
목에 표시한 점수] / c
직무 1번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d명의 평균 = [첫 번째 응답
자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노력’ 항목에 표시
한 점수 +⋯⋯+ d번째 응답자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d
직무 1번의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e명의 평균 = [(100 - 첫 
번째 응답자의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두 번째 응답자의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e번째 응답자의 ‘성취도’ 항
목에 표시한 점수)] / e
직무 1번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f명의 평균 = [첫 번째 응
답자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f번째 응답자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f

여기서 a, b, c, d, e, f의 값은 서로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직무 1번에 대해서 위와 같이 6개의 항목에 대해 산출한 점수중 더 높은 점수의 
항목이 직무 1번의 직무부하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직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면 각 직
무의 직무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요소 분석이 가능하다.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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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명   ) 직무부하 조사
직무 (번호) 직무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위 직무에 대하여 아래 평가표의 해당되는 점수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평 가
정신적 
부하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머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위 직무 수행시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육체적 
부하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육체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다

위 직무 수행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

시간적 
압박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시간적으로 전혀 
쫓기지 않는다

위 직무 수행시 
시간적으로
많이 쫓긴다

노력
위 직무 수행시 
많은 집중 및 신
경을 써야한다

위 직무 수행시 
집중 및 신경 쓸 

필요가 없다

0 10 9080706050403020 100

성취도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수행결과가
항상 나쁘다

위 직무 수행시
수행결과가

항상 완벽하다

당혹감
위 직무 수행시

심리적인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다

위 직무 수행시
심리적인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을
항상 느낀다

0 10 90807060504030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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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1.1 운행  차량 비

1.1.1 운행  차량 검 3.5 174

-1 외 상의 안 검
시각을 이용한 차량외부의 이상 여부 

확인
3.77 115

-2

기 실 장비 검

(수리 련책자, 비상

응장비, AWS 해제, 제

어부 설정)

시각을 이용한 기 실 장비의 이상여

부 확인
3.77 116

-3
엔진기동, 토그라  

상승
3.72 136

-4

시스템 시험(고장정보, 

화재경보, DSD, 창문 

 와이퍼)

시스템 검 4.03 42

-5 이크 검 -5.1 마스터키 삽입  이크 작동 3.79 104

-5.2 제동 공기압 확인 3.69 145

-5.3 이크 해제 4.14 23

-5.4 비상제동 확인 -5.4.1 비상제동 치로 설정 3.97 57

-5.4.2 제동 공기압 상태 확인 4.00 48

-5.5 이크 설정 확인 -5.5.1 최  이크 스텝을 밟아 확인 4.03 41

-5.5.2
제동 공기압 유지여부 확인( 설여부 확

인)
4.23 11

-5.5.3 다음 이트 스텝을 밟아 확인 4.00 49

-5.6 이크 설 확인 -5.6.1 이크 제어  해제 4.10 28

-5.6.2 제동 공기압 Zero 도달 확인 4.03 43

-5.6.3 제동 제어기의 재설정 4.07 34

-5.7 DSD 확인 -5.7.1 DSD 페달의 해제 4.04 40

-5.7.2 이크 공기압력의 상승 확인 3.76 129

-5.8 제동 완해 -5.8.1 제동 제어기 치 조정 3.77 117

-5.8.2 마스터키 제거 3.77 118

-6 외부 조등 검 3.63 155

-7
추가 인 화물열차 

검
-7.1 화물의 탑제상태 확인 3.57 165

-7.2 문과 시트 조임상태 확인 3.40 177

-7.3 화물의 고정상태 확인 3.33 178

-7.4 요구되는 제동력 확보가능 여부 확인 3.80 98

[부록 2.3-1]  각 조건별 직무난이도 평가결과

1. 정상조건 운 시의 직무난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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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1.1.2 검후 열차 고정 3.56 168

-1 종료 차 변경 3.58 162

-1.1
주행방향 두부 기

실 설정
-1.1.1 제동 설정/정지 3.77 119

-1.1.2 마스터 스 치 차단 3.63 156

-1.1.3 DAR 설정 변경 3.71 138

-1.1.4 마스터키 제거 3.57 166

-1.1.5 AWS 제거  격리 3.79 105

-1.1.6 외부 조명등, 행선표시기 설정 3.79 106

-1.1.7 기 실 문 잠 3.59 161

-1.2
주행방향 후반부 기

실 설정
-1.2.1 제동 설정/정지 3.66 150

-1.2.2 마스터 스 치 차단 3.69 146

-1.2.3 마스터키 삽입 3.66 151

-1.2.4 마스터키 립 설정 3.62 158

-1.2.5 AWS end 치설정 3.86 86

-1.2.6 수동 이크 검 4.42 1

-1.2.7 이크 장치 검 3.76 130

-1.2.8 기 실 간단 검 3.62 159

-1.2.9 기 실 통신장비 설정 3.69 147

-1.2.10 외부 조명등, 행선표시기 설정 3.52 171

-2 차량 인수인계 -2.1 신호시 DRA 설정 3.81 96

-2.2
제동을 Full Service로 설정  제동

압력 확인
3.68 148

-2.3 마스터 스 치를 Off로 이동 3.57 164

-2.4 마스터키 제거 혹은 해제 3.50 175

-2.5 검표에 고장사항이 있으면 기록 3.89 79

-2.6
열차 달시 운 업무종사자간의 리

핑
3.89 80

-3 차량정리 -3.1 이크를 Full Service로 설정 3.64 152

-3.2 엔진정지/ 토그라  하강 3.79 107

-3.3 마스터 스 치 off 3.76 131

-3.4 마스터기 제거 3.55 170

-3.5 결함 검토  기록(문서/구두) 3.72 137

-3.6 내․외부 소등, 히터 정지(있는 경우) 3.52 172

-3.7 창문  문 잠 3.52 173

1.1.3 차량의 연결  분리 3.56 169

-1 열차에 연결 3.58 163

-1.1 수동 연결 -1.1.1 연결될 차량의 이크 상태 확인 3.7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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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1.1.2
차량거리 6피트 까지 기 차 서행 

 정지
3.83 94

-1.1.3 수신호 확인  연결 3.79 108

-1.1.4 기 차 제동 3.71 139

-1.1.5
연결 상태 확인에 한 입환원 신호 

확인
3.82 95

-1.1.6 변경종료 차 수행 3.79 112

-1.2 자동 연결 -1.2.1
구성요소 확인(입환원, 감시원, 직원 

등)
3.68 149

-1.2.2
차량거리 6피트 까지 기 차 서행 

 정지
3.97 62

-1.2.3
차량거리 2피트 까지 기 차 서행 

 정지
4.00 50

-1.2.4
연결기간의 높이차 확

인
-1.2.4.1 연결기간 높이차이 확인 3.77 120

-1.2.4.2 자격자에 의한 합성 통보 3.70 140

-1.2.5 추진장치의 연결 3.77 121

-1.2.6 견인 시험 3.90 76

-1.2.7
차량간 배   선연

결
-1.2.7.1

마스터 스 치를 립으로 설정, 연

결번튼 확인(양기 실의 청색신호확

인)

3.93 73

-1.2.7.2
자격자가 수동으로 이크 , 기

연결선 연결 때 까지 기
3.97 63

-1.2.8 변경종료 차 수행 3.81 97

-2
연결 차량으로부터 차

량 분리
3.77 114

-2.1
입환 이동에 한 설명

수
-2.1.1

차량이동에 한 설명 수(경로, 신

호, 이동권한)
3.83 88

-2.1.2
입환원과 통신방법 확인(깃발, 무선, 

수신호 기타)
3.93 67

-2.2
분리차량의 제동체결 확

인
3.86 87

-2.3
입환원, 감시원, 역무원 

지시에 따른 열차이동
3.48 176

-2.3.1
입환원의 지시에 한 

주의
-2.3.1.1 입환원 치  통신수단 확인 3.60 160

-2.3.1.2 입환원 신호의 찰  수 3.83 89

-2.3.1.3 입환원 신호 확인 3.77 122

-2.3.2
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확인
-2.3.2.1 차량의 안 한 이동확인 3.80 99

-2.3.2.2 선로설정에 한 확인 4.03 44

-2.3.2.3 탈선유도장치 혹은 scotch block 제 4.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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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거 확인

-2.3.3 차량이동 -2.3.3.1 필요시 후진 3.77 123

-2.3.3.2 필요시 진 3.73 133

-2.3.3.3 필요시 정지 3.70 141

-2.3.3.4 필요시 속도조 3.87 82

-2.3.3.5 필요시 제동 3.93 68

-2.3.4 선로변 신호의 확인 -2.3.4.1 신호 찰 3.83 90

-2.3.4.2 선로 설정확인 4.03 45

-2.3.4.3 잘못된 선로나 방향으로 진행 확인 4.07 35

-2.4 차량 이동후 확인 -2.4.1 모든 차량이 해당 역에 없음을 확인 4.23 12

-2.4.2 모든 차량의 보안 상태 확인 3.79 109

1.2 열차이동

1.2.1
열차의 일반 인 안

사항 감시
-1 계기 의 고장이나 계기상태 감시 4.03 46

-2 제동압력 감시 3.97 58

-3 비정상상태(소음, 진동 등) 감시 4.00 51

1.2.2
여객 승강장의 안 한 

출발
3.69 144

-1 감시원 확인 3.78 113

-1.1. 차장 출입문 취  경우 -1.1.1 차장으로부터 출발신호 수 3.79 110

-1.1.2 출발신호 확인 3.70 142

-1.1.3 차장의 정지신호에 한 주의경계 3.87 83

-1.2
운 업무종사자 출입문 

취  경우
-1.2.1

승강장 감시원으로부터 출발신호 

수
3.79 111

-1.2.2 출발신호 확인 3.77 124

-1.2.3 출입문 닫기 -1.2.3.1 자동 출입문 닫음 3.57 167

-1.2.3.2 출입문 잠김 신호 확인 3.77 125

-1.2.3.3 출입문 잠김확인등 확인 3.83 91

-1.2.4 감시원 신호에 따른 출발 비 3.70 143

-1.2.5 출발신호에 한 확인 3.77 126

-1.2.6 출발신호 재확인 3.73 134

-1.2.7
감시원의 정지신호에 따른 비상정지

비
3.93 69

-2
운 업무종사자 단독 출

입문 취
3.73 135

-2.1
감시원이 있는 승강장 

취
-2.1.1

승강장 직원으로부터 완료신호 수

기
3.80 100

-2.1.2 출발신호 확인 3.83 92

-2.1.3 자동문 닫기 3.80 101

-2.1.4 승강장 감시원의 비상정지 신호응답 3.97 59



- 445 -

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2.1.5 출입문 확인등 확인 3.93 70

-2.1.6 승장강 감시원의 출발신호 기 3.97 60

-2.1.7 승장강 감시원의 출발신호 확인 3.97 61

-2.2
감시원이 없는 승강장 

취
3.63 157

-2.2.1
승객이 출입문상에 없

음 확인
-2.2.1.1 CCTV 를 통한 승강장 상태 감시 3.77 127

-2.2.1.2 반사거울을 통한 승강장 상태 감시 4.03 47

-2.2.1.3 필요시 승강장 하차를 통한 육안확인 4.07 36

-2.2.2 출발신호 확인 3.87 84

-2.2.3 자동문 닫기 3.80 102

-2.2.4 출입문 확인등 확인 3.77 128

-2.2.5
승강장의 여객상태 확

인
-2.2.5.1 출입문에 지장물 여부 확인 3.80 103

-2.2.5. 출입문에 지장물 없음 확인 3.87 85

-2.2.6 열차 출발시 열차 체 확인(필요시) 4.00 52

1.2.3 선로변 신호 확인 -1 선로정보의 활용 3.90 77

-2 신호정보의 활용 3.93 71

-3 선로정보와 신호정보의 상호 확인 4.00 53

-4 선로변 신호에 따른 열차운행 3.93 72

1.2.4 열차방호 장치의 확인 3.64 153

-1 AWS 응답 -1.1 AWS 신호 청취 3.93 74

-1.2 신호특성 확인 3.93 75

-1.3 AWS 응답버튼 취 4.04 39

-1.5 열차 속도 조정 3.96 64

-2 DSD 제어 -2.1 DSD 페달 제어 4.15 22

-2.2 경계장치 응답 4.15 19

-3
운 업무종사자 경계장

치(DRA) 사용
3.88 81

-3.1 DRA 설정 -3.1.1 DRA 설정에 한 환경과 치확인 4.00 54

-3.1.2 DRA 설정과 DRA 활성화 4.12 24

-3.2 DRA 해제 4.12 25

-3.2.1 DRA 설정 확인 4.15 20

-3.2.2 DRA 설정 사유 확인 4.00 55

-3.2.3 진행 확인 3.96 65

-3.2.4 DRA 인출  해방 4.00 56

1.2.5 운 차의 수 3.83 93

-1
선로정보  상 문제

 확인
3.64 154

-1.1 착력이 낮은 선로구 -1.1.1 선로정보 인지/필요시 선구도 확인 4.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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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간 확인

-1.1.2 지시사항 확인 3.90 78

-1.1.3 착력 취약구간  낮은 구간 확인 4.17 18

-1.2 선로 괴 취약구간 확인 4.41 2

-1.3 SPAD 험성 확인 4.15 21

-1.4 기타 취약요인 확인 4.11 27

-2
반 편 운 조건 확인(비정상 운행조

건)
4.32 6

-3 외부 환경조건 확인 선로 상태 확인 4.21 15

외부 환경조건 찰 4.07 31

-4 운행특성 확인( 량, 제동력 등) 4.21 16

-5 열차운 자의 운행정책 수 4.07 32

1.2.6
선로상의 험성에 

한 감시( 도주시)
4.04 38

-1
선로변  선로상의 지

장물, 통행자 감시
-1.1 운행선 인 공사 감시 4.11 26

-1.2 열차 성능에 따른 차 용 4.36 3

-1.3 한 조치 수행 4.25 9

-2 선로인 공사 확인 -2.1 방선로 감시 4.24 10

-2.2 방장애시 경 작동과 응 감시 4.28 7

-2.3 경 작동(기 취명)과 제동취 4.07 33

1.2.7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1 상된 선로와 상이한 선로로 진행 4.33 4

-2 분기기에서 정지신호 확인 4.33 5

-2.1 분기기 표지 확인 4.23 13

-2.2 선로번호 확인 4.23 14

-2.3 주행신호와 연계된 변경신호 확인 4.28 8

-2.4 Calling-on 신호 확인 3.96 66

-2.5 입환신호 확인 4.07 37

-3
분기기가 진행선로로 설정되었는지 확

인
4.10 29

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난이도 
순 비고

주행방향 후반부 기 실 설
정 수동 이크 검 4.42 1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
인 선로 괴 취약구간 확인 4.41 2

선로변  선로상의 지장
물, 통행자 감시 열차 성능에 따른 차 용 4.36 3

2.  자격 리를 한 요 직무(정상조건 운 )



- 447 -

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난이도 
순 비고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상된 선로와 상이한 선로로 진행 4.33 4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분기기에서 정지신호 확인 4.33 5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
인

반 편 운 조건 확인(비정상 운행조
건) 4.32 6

선로인 공사 확인 방장애시 경 작동과 응 감시 4.28 7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주행신호와 연계된 변경신호 확인 4.28 8

선로변  선로상의 지장
물, 통행자 감시 한 조치 수행 4.25 9

선로인 공사 확인 방선로 감시 4.24 10

이크 설정 확인 제동 공기압 유지여부 확인( 설여부 
확인) 4.23 11

차량 이동후 확인 모든 차량이 해당 역에 없음을 확인 4.23 12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분기기 표지 확인 4.23 13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선로번호 확인 4.23 14

외부 환경조건 확인 선로 상태 확인 4.21 15

외부 환경조건 확인 운행특성 확인( 량, 제동력 등) 4.21 16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
인 선로정보 인지/필요시 선구도 확인 4.17 17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
인 착력 취약구간  낮은 구간 확인 4.17 18

DSD제어 경계장치 응답 4.15 19

DRA 설정 DRA 설정 확인 4.15 20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
인 SPAD 험성 확인 4.15 21

DSD제어 DSD 페달 제어 4.15 22

이크 검 이크 해제 4.14 23

DRA 설정 DRA 설정과 DRA 활성화 4.12 24

DRA 설정 DRA 해제 4.12 25

선로변  선로상의 지장
물, 통행자 감시 운행선 인 공사 감시 4.11 26

착력이 낮은 선로구간 확
인 기타 취약요인 확인 4.11 27

이크 설 확인 이크 제어  해제 4.10 28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
인)

분기기가 진행선로로 설정되었는지 확
인 4.10 29

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확
인

탈선유도장치 혹은 scotch block제거 
확인 4.07 30

외부 환경조건 확인 외부 환경조건 찰 4.07 31

외부 환경조건 확인 열차운 자의 운행정책 수 4.07 32

선로인 공사 확인 경 작동(기 취명)과 제동취 4.07 33

이크 설 확인 제동 제어기의 재설정 4.0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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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난이도 
순 비고

선로변 신호의 확인 잘못된 선로나 방향으로 진행 확인 4.07 35

승객이 출입문상에 없음 확
인 필요시 승강장 하차를 통한 육안확인 4.07 36

지 확인(경로에 따른 
치 확인) 입환신호 확인 4.07 37

선로상의 험성에 한 
감시( 도주시) 4.04 38

AWS응답 AWS 응답버튼 취 4.04 39

DSD확인 DSD 페달의 해제 4.04 40

이크 설정 확인 최  이크 스텝을 밟아 확인 4.03 41

시스템 시험 시스템 검 4.03 42

이크 설 확인 제동 공기압 Zero 도달 확인 4.03 43

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확
인 선로설정에 한 확인 4.03 44

선로변 신호의 확인 선로 설정확인 4.03 45

열차의 일반 인 안 사항 
감시 계기 의 고장이나 계기상태 감시 4.03 46

승객이 출입문상에 없음 확
인 반사거울을 통한 승강장 상태 감시 4.03 47

비상제동 확인 제동 공기압 상태 확인 4.00 48

이크 설정 확인 다음 이트 스텝을 밟아 확인 4.00 49

자동 연결 차량거리 2피트 까지 기 차 서행 
 정지 4.00 50

열차의 일반 인 안 사항 
감시 비정상사태(소음, 진동 등) 감시 4.00 51

승강장의 여객상태 확인 열차 출발시 열차 체 확인(필요시) 4.00 52

선로변 신호확인 선로정보와 신호정보의 상호 확인 4.00 53

DRA 설정 DRA 설정에 한 환경과 치확인 4.00 54

DRA 설정 DRA 설정 사유 확인 4.00 55

DRA 설정 DRA 인출  해방 4.00 56

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1
비정상조건 혹은 고장시 운

업무종사자 임무

1.1 운행외  요인 4.19 37

1.1.1 임시/비상 속도제한 수 4.41 4

-1 임시속도제한 구역 -1.2 변경된 운행정보의 확인 4.41 3

-1.3
임시속도제한에 한 이해 

 수
-1.3.1 자동경보장치 응답 4.10 73

3. 비정상조건 운 시의 직무난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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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1.3.2 감속에 의한 경고 응 4.07 90

-1.3.3
속도제한 시작구간에서 정속도

로 진행 확인
4.30 11

-1.3.4
속도제한 구역 통과후 정상속도

로 복귀
4.31 9

-2 임시속도제한 구역 4.14 51

-2.1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없는 구

간
4.29 13

-2.1.1
신호원과 운 업무종사자의 

통신
-2.1.2

제업무종사자에 의한 속도제한 

역과 제한속도 통보
4.13 55

-2.2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있는 구

간
-2.2.1 자동경보 장치 작동  응 3.90 132

-2.2.2
2차 자동경보 장치 작동 응  

비상통보 응
4.07 83

-2.2.4
속도제한 시작구간에서 정속도

로 진행 확인
4.10 67

-2.2.5
속도제한 구역 통과후 정상속도

로 복귀
4.11 65

1.1.2 임시신호 구간의 열차운행 3.71 165

-1 수신호 작업 -1.1
수신호 사용작업자에 의한 열차 

정지
3.97 119

-1.2 수신호 작업자로부터 진행 승인 4.00 104

-1.3 선로상 폭음기 제거작업 기 4.07 84

-1.4 황색깃발 용시 7.5km로 진행 3.72 163

-2 일시정지 작업 -2.1
수신호 사용작업자에 의한 열차 

정지
4.13 56

-2.2 수신호 작업자로부터 지시 수 4.10 74

-2.2.1 수신호 작업자에게 열차번호 확인 4.10 75

-2.2.2 임시차단 구간에 한 정보 수 4.30 12

-2.2.3 수신호 작업자 지시 수 4.13 57

-2.2.4 건 목 신호 수 3.97 112

-2.2.5 임시 속도제한 지시 수 4.13 58

-2.2.6 기타 추가 인 지시 수 4.10 76

-2.2.7
운 업무종사자 요청 차단 역 

지시 수
4.21 28

-2.3
수신로 작업자에 의한 차단 역 

지시 수
3.90 134

-2.4
감사원으로부터 임시차단 작업의 

조언
3.90 135

-2.5
80km/h 이내의 속도로진행하면

서 열차 근경보장치 해제
3.83 148

-2.6 임시 차단작업구간에서 정지  4.0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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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제업무종사자에 의한 지시 수

1.1.3 임시선로를 통한 열차운행 3.76 160

1.1.3 임시선로를 통한 열차운행 -1 신호원으로부터 통지 4.13 59

-2
운 업무종사자의 임시선로에 

한 정보 보유 확인
4.17 45

-3
임시선로에 한 정보를 보

유한 자격자의 동승
-3.1 사령실 3.87 139

1.1.4 약된 랫폼의 변경처리 -1 근 역의 분기기 신호 독 3.97 113

-2
경로설정의 유효성 확인, 차량 

수용가능여부 확인(열차길이)
3.97 114

-3
열차길이와 역사길이가 맞지 않

는 경우 사령실 
3.97 115

-4 역사의 방향확인 후 출입문 개방 3.93 125

1.1.5
약되지 않은 입환, 연결, 

분리작업
-1 작동에 한 명령 수 3.93 126

-2 작업에 한 명확한 이해 -2.1
요구되는 작업에 한 정확한 확

인
4.03 101

-2.2 입환작업 진행방법에 한 확인 4.21 29

-3 직무 차에 따른 입환작업 수행 3.89 138

-4
명령에 의해 승인된 경우가 아니

면  SPAD 제한에 한 확인
4.19 39

1.1.6 고장난 열차의 도움제공 -1 신호원으로부터 명확한 신호 수 4.07 85

-2
제업무종사자 요청에 의한 

신호무시통과
-2.1 열차방호 시스템의 무시 3.72 164

-2.2 기  취명 3.96 122

-3
Rule Book D에 따른 열차운

행
-3.1

선로 험에 한 근경보(25km 

이하)
3.83 149

-3.2 열차감속 3.76 162

-3.3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역의 확

인
3.90 136

-3.4 이선 진입에 따른 기  취명 3.86 142

-3.5
다음신호로 진입  제업무종사

자에 확인
3.90 137

-4 열차의 터 진입 확인
터  진입  제업무종사자확인

후 진입
3.83 145

-5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

자와 
-5.1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주시
4.10 68

-5.2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탑승을 한 열차 정차
4.20 31

-5.3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로

부터 정보 수
4.20 32

-6 폭음기 작동시 비상정지 4.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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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7 고장난 열차와의 연결 -7.1 TPWS 해제 4.19 38

-7.2
작업 차에 따른 열차 연결작업수

행
3.82 151

-7.3
열차 연결 확인  자동제동장치 

확인
3.93 130

-7.4 TPWS 작동 복귀 3.96 124

1.1.7
선로상/선로변 장애물의 처

리
3.92 131

-1
운 업무종사자가 사 경고

를 받지 못한 경우
-1.1 선로변 험원인 확인 4.21 30

-1.2
험원에 따른 열차정차의 결

정
-1.2.1

열차에 심각한 험을 래할 경

우 고려
4.20 33

-1.2.2
험원이 상 선로에 심각한 

험을 래할 경우
4.27 16

-1.2.2.1 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통보 3.97 116

-1.2.2.2
제업무종사자에게 험원의 종

류와 치 통보( 형동물 등)
4.27 17

-1.2.2.3 제업무종사자에 열차정지 요구 4.10 77

-1.3
가능한 일  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
4.20 34

-1.4 인근열차에의 경고 -1.4.1 근열차에 기  취명 4.23 23

-1.4.2 근열차에 색등 시 4.27 18

-1.4.3
근열차에 험성 통보( 조등 사

용)
4.27 19

-1.4.4

장애선로의 2km 지 에 폭음기 

설치(사령에서 지시가 없는 경

우)

4.00 106

-2
운 업무종사자가 사 경고를 

받은 경우
-2.1

제업무종사자로부터 험원에 

한경고 수
4.14 54

-2.2
필요시 기 실에 감시원 등의 자

격자의 동승
4.13 60

-2.3 주의 운 -2.3.1 육안확인 후 정차가능 조건 유지 4.10 78

-2.4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조등 

작동
4.03 99

-2.5 잠재 인 험의 지속 인 감시 4.07 86

-2.6
다음신호에서 제업무종사자에게 

특이사항 보고
4.10 69

1.1.8 여객 통신경보에 한 응 3.79 156

-1
인근의 합한 장소에 최

로 정차가 허용된 경우
3.77 159

-2 여객 통신경보 원인 확인 -2.1 감시원과의  수행 3.70 166

-2.2 승객과의 직   수행 3.8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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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3 한 조치 수행(비상 응 등) 3.87 141

-4
통신장비 사용 혹은 목격자의 이

름과 주소 확보
3.80 152

-5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통보 3.80 153

-6 여객 통신장비 재설정 3.83 150

-7 열차 재출발 비 -7.1 감시원의 출발신호 시 기 4.13 61

-7.2
열차가 안 한 상태에서 출발확

인
4.17 46

1.2 열차고장 처리

1.2.1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1
열차정지에 합한 최 장소에 정

차
4.17 42

-2
제업무종사자에게 장보고장 보

고  환결설명
4.07 87

-3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정차유지
4.17 43

-4 제업무종사자의 지시 수 4.10 70

-5 임시수리 가능에 따른 수리 -5.1 제업무종사자의 연결 3.97 120

-5.2 안 장치의 설치 3.79 155

-5.3 임시 수리작업 수행 4.07 88

-6 작업 차에 따른 고장수리 4.17 44

-7
자격자가 동승하여 계속 운

행
-7.1

수리 련 자격자에게 고장부 에 

한 통보
4.07 91

-7.2 수리 련 작업자에게 고장설명 4.07 92

-7.3
수리 련 작업자에게 작업 차서

에 따른 설명
4.23 24

-8
퇴근  고장보고서 작성  

제출
4.00 107

1.2.2 열차고장 처리 -1 신호원에게 고장보고 3.97 117

-2 감시원에게 조  통보 3.93 127

-3 궤도회로의 활성상태 확인 4.07 93

-4
2km 후진 혹은 사령통보지  이

동
3.80 154

-5 20m 방에 폭음기 설치 4.24 20

-6
폭음기로부터 20m 떨어진 지

에서 열차 수리 기
4.03 100

-7 열차정지 신호 수정 3.97 121

-8
열차 수리사항을 운 업무종사자

에 통보
3.96 123

1.2.3
선로 간지 에서 열차정지

시 처리
4.00 108

-1 신속한 구원요청 -1.1 제업무종사자와 통신 4.1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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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1.2 고장 상황 통보 4.13 63

-1.3 열차 고장 치 통보 4.17 47

-1.4 구원 요청 4.17 48

-2 인근열차로부터의 방호 -2.1 열차고장 시 4.10 71

-2.2 고장열차의 구원 -2.2.1 열차 수리 감시원 지원 4.10 72

-2.2.2
고장열차 300m 방에 폭음기 설

치
4.07 89

-2.2.3
열차 방호 치에서 구원열차 

기
3.93 128

-2.3 필요시 비상방호 -2.3.1 운행 인 열차에 선로 유 통보 4.17 49

-2.3.2 400-1500m 사이에 폭음기 설치 4.17 50

-3 열차 구원 3.83 146

-3.1 구원 열차에 험신호 달 -3.1.1 색신호 시 4.00 109

-3.1.2 색등 시 3.90 133

-3.1.3 머리 로 두 손을 들어 험 표시 3.97 118

-3.1.4 손 등을 히 흔듦 4.03 102

-3.2 구원 열차의 기 실 탑승 3.76 161

-3.3
구원 열차 운 업무종사자에 

상황 설명
-3.3.1 고장열차의 치 통보 4.03 103

-3.3.2 구원 치 통보 3.93 129

-3.3.3
구원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의 지

시사항 확인
4.20 35

-3.3.3.1 구원 치까지 이동 4.13 64

-3.3.3.2 폭음기 작동음 청취후 정차 4.20 36

-3.3.3.3 고장열차까지 주의 서행운 4.23 25

-4 차량 연결 3.79 157

1.2.4 차축발열 처리 4.07 79

-1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로 

검지시
-1.1 자동 이크 작동설정 4.24 21

-1.2 차축 과열상태 검 4.28 15

-1.3 HABD 밸 차단 확인 4.31 10

-1.4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보고 4.04 95

-1.5
제업무종사자의 추가지시 사항 

수 기
4.00 110

-1.6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수행
3.86 143

-1.6.1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진행
4.11 66

-1.6.2
감시원에 고장객차의 승객 이동 

요구
4.0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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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

도

순

-1.6.3
7～16km/h 속도로 분기기나 건

목 통과
4.00 111

-1.6.4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열차 처리
4.04 96

-2
지상 차축발열검지 장치로 

검지시
-2.1

제업무종사자로부터 차축발열 

통보 수
4.22 26

-2.1.1
차축발열 의심 치에 한 제

업무종사자의 정확한 통보
4.39 5

-2.1.2
차량 검을 해 인 선로 열차

방호 필요성에 한 조언
4.43 2

-2.2 차축의 과열 확인 -2.2.1 발열상태를 손 으로 확인 4.36 6

-2.2.2 차축상자에 온도계를 이용한 확인 4.32 7

-2.3 차축 과열의 다른 원인 확인 -2.3.1 핸드 이크 해방 확인 4.07 80

-2.3.2
제동이 풀리지 않은 이크 확

인
4.14 52

-2.4
제업무종사자에게 확인사항 통

보
4.07 81

-2.5
제업무종사자로부터 추가 인 

지시사항 수 기
3.79 158

-2.6
제업무종사자 지시에 따른 

열차이동
-2.6.1

제업무종사자의 권한에 따른 

열차이동
4.04 97

-2.6.2
감시원에게 고장객차의 승객을 

이동 요청
4.04 98

-2.6.3
7～15km의 속도로 분기기나 건

목 통과
3.86 144

1.2.5
견인력의 부분상실, 착력 

상실처리
3.83 147

-1 상되는 문제  고려 -1.1
낮은 착력 구간에 한 지식활

용
4.07 82

-1.2 기타 자주 발생하는 조건 고려 4.29 14

-1.3
시각 고려(당일 최  운행열차 

등)
4.32 8

-2
빈번하게 체결되는 이크 시

험
4.21 27

-3
정상시보다 일  체결된 이

크
4.46 1

-4 차륜 공  방 4.18 40

-5 수작을 통한 모래 살포 4.14 53

-6
제업무종사자를 통한 우회경로 

확인
4.1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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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상되는 문제  고려 정상시보다 일  체결된 이크 4.46 1

지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차량 검을 해 인 선로 열차방호 필요

성에 한 조언
4.43 2

임시속도제한 구역 변경된 운행정보의 확인 4.41 3

임시/비상 속도제한 

수
4.41 4

지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차축발열 의심 치에 한 제업무종사

자의 정확한 통보
4.39 5

차축의 과열 확인 발열상태를 손 으로 확인 4.36 6

차축의 과열 확인 차축상자에 온도계를 이용한 확인 4.32 7

상되는 문제  고려 시각 고려(당일 최  운행열차 등) 4.32 8

임시속도제한에 한 이

해  수
속도제한 구역 통과후 정상속도로 복귀 4.31 9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HABD 밸 차단 확인 4.31 10

임시속도제한에 한 이

해  수

속도제한 시작구간에서 정속도로 진행 

확인
4.30 11

일시정지 작업 임시차단 구간에 한 정보 수 4.30 12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없

는 구간
4.29 13

상되는 문제  고려 기타 자주 발생하는 조건 고려 4.29 14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차축 과열상태 검 4.28 15

험원에 따른 열차정차

의 결정

험원이 상 선로에 심각한 험을 래

할 경우
4.27 16

험원에 따른 열차정차

의 결정

제업무종사자에게 험원의 종류와 

치 통보( 형동물 등)
4.27 17

인근열차에의 경고 근열차에 색등 시 4.27 18

인근열차에의 경고 근열차에 험성 통보( 조등 사용) 4.27 19

열차고장 처리 20m 방에 폭음기 설치 4.24 20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자동 이크 작동설정 4.24 21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

종사자와 
폭음기 작동시 비상정지 4.23 22

인근열차에의 경고 근열차에 기  취명 4.23 23

자격자가 동승하여 계속 

운행

수리 련 작업자에게 작업 차서에 따른 

설명
4.23 24

구원 열차 운 업무종사

자에 상황 설명
고장열차까지 주의 서행운 4.23 25

지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제업무종사자로부터 차축발열 통보 4.22 26

4. 자격 리를 한 요 직무(비정상조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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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로 검지시 수

상되는 문제  고려 빈번하게 체결되는 이크 시험 4.21 27

일시정지 작업 운 업무종사자 요청 차단 역 지시 수 4.21 28

작업에 한 명확한 이

해
입환작업 진행방법에 한 확인 4.21 29

운 업무종사자가 사

경고를 받지 못한 경우
선로변 험원인 확인 4.21 30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

종사자와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탑승을 

한 열차 정차
4.20 31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

종사자와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로부터 정

보 입수
4.20 32

험원에 따른 열차정차

의 결정
열차에 심각한 험을 래할 경우 고려 4.20 33

험원에 따른 열차정차

의 결정
가능한 일  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 4.20 34

구원 열차 운 업무종사

자에 상황 설명

구원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의 지시사항 

확인
4.20 35

구원 열차 운 업무종사

자에 상황 설명
폭음기 작동음 청취후 정차 4.20 36

운행외  요인 4.19 37

고장난 열차와의 연결 TPWS 해제 4.19 38

작업에 한 명확한 이

해

명령에 의해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SPAD제한에 한 확인
4.19 39

상되는 문제  고려 차륜 공  방 4.18 40

상되는 문제  고려 제업무종사자를 통한 우회경로 확인 4.18 41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열차정지에 합한 최 장소에 정차 4.17 42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정차유지 4.17 43

임시수리 가능에 따른 

수리
작업 차에 따른 고장수리 4.17 44

임시선로를 통한 열차운

행

운 업무종사자의 임시선로에 한 정보 보

유 확인
4.17 45

열차 재출발 비 열차가 안 한 상태에서 출발 확인 4.17 46

신속한 구원요청 열차 고장 치 통보 4.17 47

신속한 구원요청 구원 요청 4.17 48

필요시 비상방호 운행 인 열차에 선로 유 통보 4.17 49

필요시 비상방호 400-1500m 사이에 폭음기 설치 4.17 50

임시속도제한 구역 4.14 51

차축 과열의 다른 원인 

확인
제동이 풀리지 않은 이크 확인 4.14 52

상되는 문제  고려 스작을 통한 모래 살포 4.14 53

운 업무종사자가 사 제업무종사자로부터 험원에 한 경 4.1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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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경고를 받은 경우 고 수

신호원과 운 업무종사

자의 통신

제업무종사자에 의한 속도제한 역과 

제한속도 통보
4.13 55

일시정지 작업 수신호 사용작업자에 의한 열차 정지 4.13 56

일시정지 작업 수신호 작업자 지시 수 4.13 57

일시정지 작업 임시 속도제한 지시 수 4.13 58

임시선로를 통한 열차운

행
신호원으로부터 통지 4.13 59

운 업무종사자가 사

경고를 받은 경우

필요시 기 실에 감시원 등의 자격자의 

동승
4.13 60

열차 재출발 비 감시원의 출발신호 시 기 4.13 61

신속한 구원요청 제업무종사자와 통신 4.13 62

신속한 구원요청 고장 상황 통보 4.13 63

구원 열차 운 업무종사

자에 상황 설명
구원 치까지 이동 4.13 64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있

는 구간
속도제한 구역 통과후 정상속도로 복귀 4.11 65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진행 4.11 66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있

는 구간

속도제한 시작구간에서 정속도로 진행 

확인
4.10 67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

종사자와 
고장난 열차의 운 업무종사자 주시 4.10 68

주의 운
다음신호에서 제업무종사자에게 특이사

항 보고
4.10 69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제업무종사자의 지시 수 4.10 70

인근열차로부터의 방호 열차고장 시 4.10 71

고장열차의 구원 열차 수리 감시원 지원 4.10 72

임시속도제한에 한 이

해  수
자동경보장치 응답 4.10 73

일시정지 작업 수신호 작업자로부터 지시 수 4.10 74

일시정지 작업 수신호 작업자에게 열차번호 확인 4.10 75

일시정지 작업 기타 추가 인 지시 수 4.10 76

험원에 따른 열차정차

의 결정
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정지 요구 4.10 77

주의 운 육안확인 후 정차가능 조건 유지 4.10 78

차축발열 처리 4.07 79

차축 과열의 다른 원인 

확인
핸드 이크 해방 확인 4.07 80

차축 과열의 다른 원인 

확인
제업무종사자에게 확인사항 통보 4.07 81

상되는 문제  고려 낮은 착력 구간에 한 지식활용 4.0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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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임시속도제한 장비가 있

는 구간

2차 자동경보 장치 작동 응  비상통

보 응
4.07 83

수신호 작업 선로상 폭음기 제거작업 기 4.07 84

고장난 열차의 도움제공 신호원으로부터 명확한 신호 수 4.07 85

주의 운 잠재 인 험의 지속 인 감시 4.07 86

고장/격리 장비의 처리
제업무종사자에게 장보고장 보고  환

경설명
4.07 87

임시수리 가능에 따른 수

리
임시 수리작업 수행 4.07 88

고장열차의 구원 고장열차 300m 방에 폭음기 설치 4.07 89

임시속도제한에 한 이

해  수
감속에 의한 경고 응 4.07 90

자격자가 동승하여 계속 

운행
수리 련 자격자에게 고장부 에 한 통보 4.07 91

자격자가 동승하여 계속 

운행
수리 련 작업자에게 고장설명 4.07 92

열차고장 처리 궤도회로의 활성상태 확인 4.07 93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감시원에 고장객차의 승객 이동 요구 4.04 94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보고 4.04 95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른 열차 처리 4.04 96

제업무종사자 지시에 

따른 열차이동
제업무종사자의 권한에 따른 열차이동 4.04 97

제업무종사자 지시에 

따른 열차이동
감시원에게 고장객차의 승객을 이동 요청 4.04 98

주의 운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조등 작동 4.03 99

열차고장 처리
폭음기로부터 20m 떨어진 지 에서 열차 

수리 기
4.03 100

작업에 한 명확한 이

해
요구되는 작업에 한 정확한 확인 4.03 101

구원 열차에 험신호 

달
손 등을 히 흔듦 4.03 102

구원 열차 운 업무종사

자에 상황 설명
고장열차의 치 통보 4.03 103

수신호 작업 수신호 작업자로부터 진행 승인 4.00 104

일시정지 작업
임시 차단작업구간에서 정지  사량에 

의한 지시 수
4.00 105

인근열차에의 경고
장애선로의 2km 지 에 폭음기 설치(사

령에서 지사가 없는 경우)
4.00 106

퇴근  고장보고서 작성 4.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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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제출

선로 간지 에서 열차

정지시 처리
4.00 108

구원 열차에 험신호 

달
색신호 시 4.00 109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제업무종사자의 추가지시 사항 수

기
4.00 110

차상 차축발열검지 장치

로 검지시
7～16km/h 속도로 분기기나 건 목 통과 4.00 111

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

도

수

직무난

이도

순

1
응 상황시의 운 업무종사

자 임무

1.1 사고로 인한 열차정지 처리 4.04 62

1.1.1 상황 단에 따른 응  조치 -1 열차의 정확한 치 단 4.24 19

-2 타선로의 지장여부 확인 4.24 20

1.1.2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 통

보  조언
-1 차상 무선통신장치 사용 4.03 63

-2 무선 화사용 4.03 64

-3 주요정보의 제업무종사자 통보 4.03 65

1.1.3 열차방호 설정 -1 지장선로의 열차확인 4.10 52

-2 비상열차 방호 -2.1
지장 치 2km 지  선로에 폭음

기 설치
4.17 36

-2.2
기타 환경조건 검토후 폭음기 설

치 치 확인
4.13 47

-2.3 필요시 자격자의 도움 요청 3.93 87

1.2 열차내 화재 처리

1.2.1 즉각 인 상황 단 -1
열차 정차여부 결정(화재진압 가

능성 고려)
4.43 6

-2 열차 정차 치 결정 4.43 7

-3 열차가 정지한 정확한 치 확인 4.67 1

-4 화재로 인해 향받는 선로 악 4.60 3

1.2.2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통

보
-1 열차내 무선통신 장치 사용 4.00 76

-2
통신장치 사용(선로변 화기, 핸

드폰 이용 등)
3.80 103

-3 제업무종사자에게 요사항 4.03 69

5. 비상조건 운 시의 직무난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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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

도

수

직무난

이도

순

달

1.2.3 여객의 안  확인 -1
여객 피 통보(화재에 안 한 

역 확인)
4.33 10

-2 기 공 장치 차단 4.38 8

-3
공기조화설비(에어컨, 히터, 환기 

장치 등) 차단
4.14 45

-4 필요시 열차탈출 설정 4.34 9

1.2.4 화재발생 차량 분리 -1
기동력차량의 기공  가능여

부 확인
4.23 24

-2
화재발생 객차내 모든 승객 탈출 확

인
4.30 13

-3
가능한 신속히 화재차량 분리 수

행
4.24 21

-4
화재차량으로부터 안 한 역으

로 이동
4.30 14

1.2.5 화재발생 직후의 처리 3.81 102

-1 열차 운행 불가능시 처리 -1.1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 통보 3.90 94

-1.2 인근 운행열차 보호 4.03 66

-1.3
운 업무종사자 단독상황에

서 승객 안 확인
-1.3.1

여객 탈출 안내가 수행될 때까지 

여객 안 확인
4.27 16

-1.3.2

비상 응 요원 도착 까지 객차에 

잔류한 승객을 안 한 역으로 

패 보조

4.13 48

-2 열차 운행 가능시 처리 -2.1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 통보 4.03 70

-2.2
운 업무종사자 단독상황에

서 승객 안 확인
-2.2.1

화재 향 역으로부터 승객 탈출 

확인
4.17 37

-2.2.2
화재 향 역에서 재출발시 자격

자에 의한 확인
4.17 38

-2.2.3

화재 향을 받은 객실의 양단에 

자격자 배치를 통한 여객 출입 통

제

4.17 39

1.3 열차 분리사고의 처리

1.3.1 신속한 상황 단 3.76 105

1.3.2 제업무종사자에 상황 통보 -1 열차내 무선 통신장치 사용 3.97 83

-2 사용가능한 통신장치 사용 3.87 98

-3
제업무종사자에게 주요정보 

달
3.96 86

1.3.3 연결기  호수 확인 -1 연결기  호수의 손상정도 확인 4.21 28

-2
손상부 의 연결(복구) 가능성 확

인
4.45 5

-3 연결기 혹은 호수가 없어진 경우 4.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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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

도

수

직무난

이도

순

선로나 선로변의 탈락부품 확인

-4 제업무종사자와의 통화 4.00 77

1.3.4 열차방호 작업수행 -1 지장선로 운행열차의 확인 4.13 49

-2
제업무종사자에 의한 열차방호 

요청
4.10 53

1.3.5 승객의 안  확인 -1 열차에서 추락한 승객여부 확인 4.52 4

-2 열차간 통로 안  확인 4.27 17

-3 승객의 안 한 치 유 확인 4.33 11

1.3.6 열차 보안 -1 감시원의 상황통보 3.93 88

-2
열차 마지막칸의 안 성 확

인
-2.1 자동 제동장치 확인 4.03 71

-2.2 수동 제동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 4.03 72

-2.3
열차 보안을 한 출입제한 테이

 사용
4.17 40

-3 열차 개수 확인 3.62 106

1.3.7 열차 재운행을 한 설정 2.96 110

-1 열차 분리 의 재연결 -1.1
제업무종사자로부터 열차 이동 

승인 기
3.93 89

-1.2 직무 차에 따른 열차이동 4.03 73

-1.3
수신호에 의한 열차 이동을 한 

자격자 배치
4.00 78

-1.4
열차연결을 해 주의운 을 통한 

열차이동
4.24 22

-1.5 연결기 복원 4.25 18

-1.6 기장치 연결 -1.6.1 기장치 차단 확인 4.14 46

-1.6.2 연결기 확인 4.07 60

-1.6.3
자격자의 차량상태 확인 까지 

단락확인
4.18 34

-1.7 제동 이  연결 4.10 54

-1.8 제동 연결상태 확인 3.97 84

-1.9
분리차량 연결후 제업무종사자 

통보
4.10 55

-1.10
자격자의 차량상태 확인을 해 

가장 가까운 정차장소에 정차
3.87 99

-2
열차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차
3.46 109

-2.1
분리된 열차의 두부만 이

동
-2.1.1

분리된 후부 열차의 양단 300m 

지 에 폭음기 설치
4.00 79

-2.1.2
분리된 후부 열차의 종단 램  작

동
4.03 67

-2.1.3 분리된 두부 열차 작동 3.93 93



- 462 -

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

도

수

직무난

이도

순

-2.1.4

해당선로 운행차량이 다음 신호 

진입 에 분리된 열차의 유 통

보 확인

4.03 68

-2.1.5
고장 선로가 단선일 경우 선로에 

폭음기 설치후 출발
4.00 80

-2.1.6
분리열차의 두부 도착시 제업

무종사자에게 통보
4.14 44

-2.2
운 업무종사자가 도움을 기

다리는 경우
-2.2.1

제업무종사자로부터 지원에 

한 세부사항 수
4.17 41

-2.2.2

지원열차 도착방향으로 2km 이동, 

혹은 제업무종사자에게 치 통

보

4.13 50

-2.2.3 선로에 3개의 폭음기 설치 4.17 42

-2.2.4
폭음기에서 20m 이상 떨어진 지

에서 구원열차 도착 기
4.07 61

-2.2.5
구원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에 분

리열차의 치 통보
4.20 31

-2.2.6
구원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에 

력
4.20 32

1.4 열차 탈출

1.4.1
제업무종사자에게 상황통

보
3.60 108

1.4.2 열차방호 설정 -1 사령실에 해당선로 방호 요청 4.07 57

-2 해당선로 운행 열차 차단 3.93 90

-3 필요시 비상 방호설정 4.07 58

-3.1 필요시 자격자의 도움 요청 3.97 85

-3.2
해당선로 2km 지 에 폭음기 3개설

치
4.28 15

-3.3
2km이내 폭음기 설치시 기타상황 고

려
4.21 29

-4 열차방호 완료시 감시원 통보 4.21 30

1.4.3 선로 류 차단 요청 -1 제업무종사자와 통신수단 확보 3.87 100

-2
선로 원차단을 제업무종사자

에게 요청
3.83 101

-3 제3선로에 단로기 설치 4.03 74

1.4.4 승객의 안 성 확보 -1 승객 탈출 지시 여부 결정 4.13 51

-1.1 승객 탈출 방향 확인  지시 4.17 43

-1.2 안  역 확인 4.00 81

-1.3
안  역까지의 안 한 경로 확

인
4.10 56

-2 한 자격자 섭외  도움 4.23 25



- 463 -

순서 상  직무 순서 하  직무

직무

난이

도

수

직무난

이도

순

-3 승객에 탈출 안내방송 4.03 75

-4
가능한 경우 승객을 안 한 역

까지 인솔
4.20 33

-5
승객이 안 한 역에 머물도록 조

치
4.23 26

1.4.5
승객의 열차 탈출 지원을 한 감

시원 보조
4.23 27

1.5 비상 요청 차

1.5.1 “비상상황”통보 3.62 107

1.5.2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항 달 -1 성명, 직   기타정보 3.93 91

-2 열차 번호 달 3.90 95

-3
비상 요청자의 화나 무선번호 

달
4.00 82

-4 비상 요청자의 재 치 달 4.17 35

1.5.3 정확한 사고발생 지  통보 4.07 59

1.5.4
선로 방호  방호가 필요한 선로

정보 제공
4.31 12

1.5.5 비상 응서비스 필요 여부 달 4.24 23

1.5.6
탈출 의미의 명확한 달 확

인
-1

음성, 철자, 단의의 오해가 가능한 

단어 체 설명
3.93 92

-2
메시지에 한 복창으로 즉시 

수
3.79 104

1.5.7 제업무종사자의 지시 수 -1
제업무종사자의 지시사항에 

한 복창으로 지시 확인
3.90 96

-2
운 업무종사자의 완 한 의미 

수  필요시 지시사항 복창
3.90 97

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즉각 인 상황 단
열차가 정지한 정확한 치 확

인
4.67 1

연결기  호수 확인

연결기 혹은 호수가 없어진 경

우 선로나 선로변의 탈락부품 

확인

4.62 2

즉각 인 상황 단
화재로 인해 향 받는 선로 

악
4.60 3

승객의 안  확인 열차에서 추락한 승객여부 확인 4.52 4

연결기  호수 확인
손상부 의 연결(복구)가능성 확

인
4.45 5

6. 자격 리를 한 요 직무(비상조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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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즉각 인 상황 단
열차 정차여부 결정(화재진압 

가능성 고려)
4.43 6

즉각 인 상황 단 열차 정차 치 결정 4.43 7

여객의 안  확인 기 공 장치 차단 4.38 8

여객의 안  확인 필요시 열차탈출 설정 4.34 9

여객의 안  확인
여객 피 통보(화재에 안 한 

역 확인)
4.33 10

승객의 안  확인 승객의 안 한 치 유 확인 4.33 11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

항 달

선로 방호  방호가 필요한 선

로정보 제공
4.31 12

화재발생 차량 분리
화재발생 객차내 모든 승객 탈

출 확인
4.30 13

화재발생 차량 분리
화재차량으로부터 안 한 역

으로 이동
4.30 14

열차방호 설정
해당선로 2km 지 에 폭음기 3

개설치
4.28 15

운 업무종사자 단독

상황에서 승객 안 확

인

여객 탈출 안내가 수행될 때까

지 여객 안  확인
4.27 16

승객의 안  확인 열차간 통로 안  확인 4.27 17

열차 분리 의 재연결 연결기 복원 4.25 18

상황 단에 따른 응  

조치
열차의 정확한 치 단 4.24 19

상황 단에 따른 응  

조치
타선로의 지장여부 확인 4.24 20

화재발생 차량 분리
가능한 신속히 화재차량 분리 수

행
4.24 21

열차 분리 의 재연결
열차연결을 해 주의운 을 통

한 열차이동
4.24 22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

항 달

비상 응서비스 필요 여부 

달
4.24 23

화재발생 차량 분리
기동력차량의 기공  가능

여부 확인
4.23 24

승객의 안 성 확보 한 자격자 섭외  도움 4.23 25

승객의 안 성 확보
승객이 안 한 역에 머물도록 

조치
4.23 26

승객의 안 성 확보
승객의 열차 탈출 지원을 한 

감시원 보조
4.23 27

연결기  호수 확인
연결기  호수의 손상정도 확

인
4.21 28

열차방호 설정
2km 이내 폭음기 설치시 기타

상황 고려
4.2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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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열차방호 설정 열차방호 완료시 감시원 통보 4.21 30

운 업무종사자가 도

움을 기다리는 경우

구원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에 

분리열차의 치 통보
4.20 31

운 업무종사자가 도

움을 기다리는 경우

구원열차의 운 업무종사자에 

력
4.20 32

승객의 안 성 확보
가능한 경우 승객을 안 한 

역까지 인솔
4.20 33

기장치 연결
자격자의 차량상태 확인 까지 

단락확인
4.18 34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

항 달
비상 요청자의 재 치 달 4.17 35

비상열차 방호
지장 치 2km 지  선로에 폭

음기 설치
4.17 36

운 업무종사자 단독

상황에서 승객 안 확

인

화재 향 역으로부터 승객 탈

출 확인
4.17 37

운 업무종사자 단독

상황에서 승객 안 확

인

화재 향 역에서 재출발시 자

격자에 의한 확인
4.17 38

운 업무종사자 단독

상황에서 승객 안 확

인

화재 향을 받은 객실의 양단에 

자격자 배치를 통한 여객 출입 통

제

4.17 39

열차 마지막칸의 안

성 확인

열차 보안을 한 출입제한 테

이  사용
4.17 40

운 업무종사자가 도

움을 기다리는 경우

제업무종사자로부터 지원에 

한 세부사항 수
4.17 41

운 업무종사자가 도

움을 기다리는 경우
선로에 3개의 폭음기 설치 4.17 42

승객의 안 성 확보 승객 탈출 방향 확인  지시 4.17 43

분리된 열차의 두부

만 이동

분리열차의 두부 도착시 제

업무종사자에게 통보
4.14 44

여객의 안  확인
공기조화설비(에어컨, 히터, 환

기 장치 등) 차단
4.14 45

기장치 연결 기장치 차단 확인 4.14 46

비상열차 방호
기타 환경조건 검토후 폭음기 

설치 치 확인
4.13 47

운 업무종사자 단독

상황에서 승객 안 확

인

비상 응 요원 도착 까지 객차

에 잔류한 승객을 안 한 역

으로 패 보조

4.13 48

열차방호 작업수행 지장선로 운행열차의 확인 4.13 49

운 업무종사자가 도

움을 기다리는 경우

지원열차 도착방향으로 2km 이

동, 혹은 제업무종사자에게 
4.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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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치 통보

승객의 안 성 확보 승객 탈출 지시 여부 결정 4.13 51

열차방호 설정 지장선로의 열차확인 4.10 52

열차방호 작업수행
제업무종사자에 의한 열차방

호 요청
4.10 53

기장치 연결 제동 이  연결 4.10 54

기장치 연결
분리차량 연결후 제업무종사

자통보
4.10 55

승객의 안 성 확보
안  역까지의 안 한 경로 확

인
4.10 56

열차방호 설정 사령실에 해당선로 방호 요청 4.07 57

열차방호 설정 필요시 비상 방호설정 4.07 58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

항 달
정확한 사고발생 지  통보 4.07 59

기장치 연결 연결기 확인 4.07 60

운 업무종사자가 도

움을 기다리는 경우

폭음기에서 20m 이상 떨어진 

지 에서 구원열차 도착 기
4.07 61

사고로 인한 열차정지 

처리
4.04 62

제업무종사자에 상황 

통보  조언
차상 무선통신장치 사용 4.03 63

제업무종사자에 상황 

통보  조언
무선 화사용 4.03 64

제업무종사자에 상황 

통보  조언

주요정보의 제업무종사자 통

보
4.03 65

열차 운행 불가능시 처

리
인근 운행열차 보호 4.03 66

분리된 열차의 두부

만 이동

분리된 후부 열차의 종단 램  

작동
4.03 67

분리된 열차의 두부

만 이동

해당선로 운행차량이 다음 신호 

진입 에 분리된 열차의 유 

통보 확인

4.03 68

제업무종사자에 상

황통보

제업무종사자에 요사항 

달
4.03 69

열차 운행 가능시 처

리
제업무종사자에 상황 통보 4.03 70

열차 마지막칸의 안

성 확인
자동 제동장치 확인 4.03 71

열차 마지막칸의 안

성 확인

수동 제동기 사용가능 여부 확

인
4.03 72

열차 분리 의 재연결 직무 차에 따른 열차이동 4.03 73

선로 류 차단 요청 제3선로에 단로기 설치 4.03 74

승객의 안 성 확보 승객에 탈출 안내방송 4.0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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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ub-task

직무

난이도

수

직무

난이도

순

비고

제업무종사자에 상

황통보
열차내 무선통신 장치 사용 4.00 76

연결기  호수 확인 제업무종사자와의 통화 4.00 77

열차 분리 의 재연결
수신호에 의한 열차 이동을 

한 자격자 배치
4.00 78

분리된 열차의 두부

만 이동

분리된 후부 열차의 양단 300m 

지 에 폭음기 설치
4.00 79

분리된 열차의 두부

만 이동

고장 선로가 단선일 경우 선로

에 폭음기 설치후 출발
4.00 80

승객의 안 성 확보 안  역 확인 4.00 81

비상 요청자의 세부사

항 달

비상 요청자의 화나 무선번호 

달
4.0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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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2]  직무 난이도 평가의 정규 P-P Plot

※ 다음 P-P plot은 설문 응답의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확인하기 해 

실측치와 측치(Blom's)의 선형 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측치와 측치 평

균의 계가 선형에 가까울수록 응답의 정규성이 인정된다. 

1. 정상조건 운  - 운행  차량 비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3.50 and scale=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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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조건 운  - 열차 이동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4.03 and scale=0.8899

3. 비정상조건 운  - 비정상조건 혹은 고장시 운 업무종사자의 임무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4.19 and scale=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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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상조건 운  - 열차고장 처리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4.17 and scale=0.8048

5. 비상조건 운  - 응 상황시의 운 업무종사자 임무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4.04 and scale=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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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조건 운  - 열차내 화재 처리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4.33 and scale=0.7279

7. 비상조건 운  - 열차 분리사고의 처리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3.76 and scale=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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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조건 운  - 열차 탈출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3.60 and scale=1.3229

9. 비상조건 운  - 비상 요청 차

Normal distribution on parameters estimated: location=3.6 and scale=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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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요건

-결격사유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

신미약자․간질병

자

3. 마약․ 마․

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

하는 자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

는 신체장애인

5. 운 면허가 취

소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

하 거나 운 면

허의 효력정지기

간 에 있는 자

- 장요원(Yard 

Engineer)이 되

기 한 요건

1. 만 18세 이상

2. 고등학교 졸

업자 혹은 

GED(검정고시)

를 취득한 자

3. 좋은 시력, 

청력의 소유자

4. 시각 반응에 

히 행동하

는 자

5. 손재주, 기계

에 한 상식을 

가진 자

6. 좋은 체력을 

가진 자

- 과 없는 자

-9년 이상의 

등교육을 받은 

자

-기술직업학교에

서 2～3년 교육

을 받은 자

-실습생 12년 이

상의 교육을 받

은 자.

- A 형 ( 엔 진 을 

shunt하고 열차

에서 업무를 수

행) 자격은 18세, 

나머지는 21세 

이상인 자

-21세 이상 -18세 이상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문 인 

철도 직원으로서

의 실무경험이 

최소 2년 이상 

되는 숙련된 자

-엄격한 개별 선

발 차를 통과한 

합한 지원자

-18세 이상

-기본  기량, 교

육  배경, 언어 

능력을 갖춘 자

-일반, 기술, 혹은 

문 고등학교 학

 혹은 문  

스터디(BEP)취득

자

-2년 이상 견습기

간을 거친 자

-EU에 포함된 나

라의 국 을 가진 

자

- 등학교 졸업자 

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20세 이상

-기존 운 면허

가 있었는데 취

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계산해 1년을 경

과한 자 

-  결격사유 유지

-학력 요건 검토

2
기
시험

N/A

(not available)

-기 체력검

사

-마약  술

에 한 검사

-심리검사

-정신감정

-언어시험

-집 력시험

-주의  기억

력시험

-체력시험

-EBO의 합성

과  요구사

항 평가

-DB AG 지령의 

의학, 심리학 검

사

-필기시험

-상황에 따라 면

시험 실시

-필기시험

-지능검사

N/A -사고 처 능력 강화

를 한 심리  지능 

검사 추가 검토

-기  체력 검사의 필

요성 검토

3
신체
검사

-면허시험 응시

요건으로서의 신

체검사 규정

-시력

1. 미국 국가표

회(ANSI)의 

표 을 따름.

2. 두 의 교정

-의료검사

-임용 후 정기 

검사의 최소 요

구

1.일반 인 건강 

-시력, 색각, 청

각 검사

-마약, 알코올 

독 검사

-교정시력은 인

정되지 않음

-의학 , 신체  

결함의 여부를 

정

-보청기를 사용하

지 않은 자

추가 조사 -시력, 청력, 각

종 질병이나 장

애의 유무를 

상으로 지정 의

료기  검사

 N/A

[부록 2.3-3]  운전업무종사자 자격관리 요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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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20/40 

(Snellen 시력표 

기 ) 이상인 

자. 

3. 시각이 70 

degrees in the 

h o r i z o n t a l 

meridian 이상

인 자. 

4. 색맹 기 을 

넘은 자.(불합격 

시: 의사의 

의견을 토 로 

야간이나 악천 

의 운행 등을 

피해 운 을 함)

-청력

1. 미국 국가표

청 력 회

(ANSSA)의 표

을 따른 청력 

측정 장치를 사

용.

2. 귀의 청력이 

40db이상인 자 

(500Hz, 1,000 

Hz, 2,000 Hz일 

때)

-마약&술 

PART240의 

§240.119의 

규정을 따름

진단

2.지각 기능의 

검사(시각, 청각, 

색각)

3. 액 는 임

상 검사에 의해 

나타나는 당뇨병

과 다른 조건을 

검출하는 소변검

사.

4.불법 약품을 

한 시험

4
성

검사

-면허시험 응시

요건으로서의 

성검사 규정

-기 검사

1. 신속한 

제어기 조

- 성검사 -융통성

-다른 작업장으

로 옮길 비가 

-실 에서의 평가

- 지 업무에 

한 운 업무종사

-개인의 특성(스트

스를 견디는 능

력, 워크, 조

-크 펠린 검

사와 신호나 자

극에 한 반응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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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

3. 손이나 

손가락 혹은 

발을 이용한 

재빠른 반응

4. 승객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발음

4. 속도 감지  

조  능력 등

되어 있는가

-기술과 공학에 

한 흥미

-신뢰성이 있는

가

-성과를 올리려

는 의지

-작업에 한 

비성, 주말업무 

가능성

자의 찰력
-안  요소의 분
석

-각 이수과정 후 

평가

인가, 의사결정능

력, 독립 으로 일

하기, 집 도), 심

리측정과 인지능력 

검사(시간에의 반

응, 수리와 언어의 

추리)

속도 검사 등을 

주로 실시하며, 

국토교통성이 자

체 으로 실시

5
장 

직원

N/A -Yard Engineer

- D i n k e y 

Operator

-Hostler 장직

원 으 로 의 

OJT(On-the-Jo

b Training) 실

행

- 장직원으로

의 OJT 후 아

래 시험에 합격

해야 함.

1. 철도신호체계

2. 철도운 규칙

3. 철도안

-OJT 시험 합

격시 Brakeman

으로 승격

-아래 과목의 

학과수업 병행

N/A - ' D r i v i n g 

s t a n d a r d 

manager‘로 근

무

N/A N/A N/A -선로 리, 신호

리, 차장 등의 

장 실무 요원

으로 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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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체계

2. 철도차량연결

3. 열차선로교차

4. 철도이동승선

-Brakeman에서 

서열에 따라 

Conductor로 승

격

-Conductor로서

의 경력을 쌓은 

자에 한하여 운

업무종사자가 

될 수 있는 자

격이 주어짐.(만 

21세 이상에 한

하여)

6
이론
교육

-교육훈련 과정

별 교육훈련 과목

과 교육훈련 시간

을 일반응시자, 

운 면허 소지자, 

철도차량운  경

력자, 그리고 철

도 련업무 경력

자로 구분하여 규

정

-각 회사에서 

실 시 하 는 

T r a i n i n g 

Program을 실

시함(FRA에서 

인증부여한 곳

에서만 가능).

1. 기계․ 기 

교육

2. 험요소 

악

3. 사건 장 분

석

-이론 인 훈

련: 실내 교육과 

시범교육

-규정과 법규

-철도 타입에 

한 지식

-표 가격  노

선

-9개월에서 18

개월간의 기  

훈련

1. 규정과 법규

2. 철도 타입에 

한 지식

3. 표 가격  

노선

4. 응 조치 등

-27주

-DB AG 기구 

과정의 개론

-엔지니어링 과

정

-작업 룰 북

-열차 운행에 있

어서의 비정상

인 상황에 한 

행동, 철도법, 고

용법, 고객 서비

스에 한 이론

-철도 엔지니어

링

-4륜 엔지니어링, 

화물 열차 운

업무종사자

-스트 스와 갈

등에 처하는 

-16주

-모듈1:행동 안

에 한 원리 이

해, 기공학

-모듈2:제동장치, 

드라이빙 워, 커

뮤니 이션

-모듈3:드라이빙 

워에 한 습, 

열차 손상 상황에 

한 개  이해

-모듈4:지시, 노선 

연구, 철

-모듈5: 열차 운

, 특수한 상황

-모듈6: 장치 작동

의 변칙  문제

-모듈7: 드라이빙 

워와 철도차량

-12주

-응 처치, 작업장

에서의 건강과 안

-작업 규칙, 교통

안 규정

-신호처리, 제동장

치, 열차통제시스

템

-기계, 기, 역학 

기술

-디젤, 기 엔진

에 한 원리 

"Chief driver"와 

특정 타입 엔진 운

행 참여

N/A -일반응시자, 운 면

허소지자, 철도차량운

경력자, 철도 련

업무종사자 구분에 따

라 이론 교육훈련 실

시하는 방안 검토

-교육 내용  시간에 

한 검증 필요



- 477 -

구

분
요건 한국 미국 EU 통합모델 국 독일 랑스 스페인 일본 검토 요건

방법

-기술  결함과 

사고에 한 행

동 

-최종 시험

에 한 사건

7
기능
교육

N/A -장비실습

1. 열차 조작방

법

2. 기 차 공기 

이크 

시스템

3. 열차 검

-실제 인 훈

련: 재 제공되

는 경험, 감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운

-노선훈련

-지원자는 의

무 교육 , 직업 

교육 , 추가 기

술 트 이닝, 기

술 교육 훈련, 2

차  level 훈련 

등을 받아야함.

-경험 있는 운

업무종사자가 

운행하는 열차

에 운 강사와 

함께 탑승하여 

노선 교육

-9주

-경험 있는 운

사와 동행

-감독 하에서의 

운

-시뮬 이터

-독립  운

-20주

-경험 있는 운

사와 동행

-감독 하에서의 

운

-시뮬 이터

-독립  운

-6주

-경험 있는 운

사와 동행

-감독 하에서의 

운

-시뮬 이터

-독립  운

N/A -일반응시자, 운 면

허 소지자, 철도차량

운  경력자, 철도 

련업무 종사자 구분에 

따라 실습 교육훈련 

실시하는 방안 검토

-교육 내용  시간에 

한 검증 필요

8
필기
시험

-면허 종별 필기

시험 항목 규정

-49 CFR 240 

항목 규정

1. 철도운 규칙 

(Knowledge 

testing of 

operating rules)

-훈련 과정을 

마치고 시험

-견인이론

-결함 찾기 등

-모든 훈련이 끝

난 후 최종시험

을 치름

-모든 훈련이 끝

난 후 최종시험을 

치름

-모든 훈련이 끝

난 후 최종시험을 

치름

-필기시험은 

운 면허의 종류

별로 그에 해당

하는 과목을 

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 요건 유

지

9
실기
시험

-면허 종별 실기

시험 항목 규정

-49 CFR 240 

항목 규정

1. 철도운 능력

/능숙

(Performance 

s k i l l s 

t e s t i ng / t r a i n 

handling)

-훈련 과정의 

끝에 실제 인 

검사

-운행 능력의 

평가는 네트워크

에 운 면허 시

험

-시뮬 이터

는 운행 규칙의 

지원  특별한 

돌발 상황에 있

-실무 기능시험 -훈련 후 운 시

험을 치름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뮬

이터에 의한 평

가

-훈련 후 운 시

험을 치름

-기능교육 후 최

종시험

-기능시험은 

속도 측, 거리 

짐작, 제동기 

조작, 제동기 이

외의 기기 취 , 

정시 운 , 비상

시 조치 등에 

해 실시

-  실기 시험 요건 

유지

-속도 측  거리 

측 시험 추가 검토

( 성시험 항목 확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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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 사의 성

과 시험을 해 

사용

10
실무 
수습
교육

-운 면허취득

자가 철도차량운

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경우에 

한 운 실무수

습교육을 규정

N/A -자격 인증 이후 

별도의 실무 수

습교육은 없음

- D r i v i n g 

s t a n d a r d 

manager로 근

무

-배치 후 해당 

지역 상황과 노

선 지식 교육

-배치 후 해당 지

역 상황과 노선 

지식 교육

-운 업무종사자 

보조(2년):실무에

서 운 업무종사자

를 보조

-“공인 운 업무

종사자 보조

("Maquinista"): 일

부 노선의 열차를 

운 할 수 있음(2

년)

-"full driver”:새로

운 노선과 엔진을 

다루기 해 엔진

에 한 응 훈련

과 새로운 노선에 

한 경험을 쌓는 

별도의 훈련을 받

게 됨(5년)

-운 면허취득자

가 학과수업 8과

목을 3개월간 총 

400시간 이수

-기술강의는 4과

목 4개월간 515

시간 이수

-실무 수습 교육의 수

화(3단계 Level 정

도)를 통한 운행 시간 

 회수 제한 검토

11

고속
철도 
운
업무
종사
자 
시험

-면허의 한 종류

로서 일반철도 운

행 경력자에 한함

N/A N/A N/A N/A 추가 조사 N/A -운 업무종사자 

유경험자에 한 

고속철도 운 업

무종사자 면허 

시험

-별도의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면허제

도의 필요성 검토

-일반철도 운행 시간 

 회수 요건, 신체 

 성 요건 등의 차

별성 검토

12

운행 
합
성 
검사

-피로정도

-질병여부

-음주여부

-인화 계

-고민여부

-복장

추가 조사 -각국의 자체 운

행 리 규정에 

의해 시행

추가 조사 추가 조사 추가 조사 추가 조사 추가 조사 -운행 합성 검사 항

목의 성 검토

-운행 합성 검사 결

과에 한 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미국의 운 업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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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품

- 달사항

-기타: 기타 운행

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고 단되

는 모든 사항을 

검

자 페 티 제도와 유

사)

13
정기 
자격
검정

-10년 마다 정

기 성검사 실시

하며 성검사 방

식은 최  검사와 

동일

-매 2년 마다 

정기 신체검사 실

시하며, 신체검사 

방식은 최  검사

와 동일

-정기 안 교

육을 분기별로 6

시간동안 강의  

실습 방식으로 실

시

-정기 인 기능 

 법규에 한 

시험을 통한 효

율성과 규칙에 

한 인지능력

을 검사

-비상 처능력

에 한 시험을 

통해 갑작스런 

상황 발생으로 

인한 처능력

을 검사

-정기 인 신체

검사와 마약  

알코올 측정

-운 업무종사

자 정기 자격시

험에 불합격 시

1. 장직으로 

다시 려남 

2.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훈련을 받음

3. 해고

-면허를 유지

하기 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자는 규정된 요

구사항을 포함하

는 정기 인 시

험

-의료 검사 : 

40살 이상은 매 

5년마다 실시, 

41세부터 61세까

지는 매 3년마다 

실시, 60세 이상

은 매년 실시

-선로에 한 

지식: 3개월 이

상(선로 변경 시 

한 시기에 

실시)

-열차에 한 

지식 : 3개월 이

상(차량 변경 시 

한 시기에 

실시)

-EC 공통 모델

에 하여 시행

-1년마다 2번 

찰

-3년마다 신체검

사

-EC 공통 모델에 

하여 시행

-EC 공통 모델에 

하여 시행

-동력차 조종

사 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운 업무종사자 

업무 수행에 있

어서의 능력향상

을 해 지속

인 교육 훈련을 

실시

-JR Training 

Center에서는 3

개월, 6개월, 1, 2

년 단 로 능력 

향상을 한 교

육훈련을 실시

-JR East 

G e n e r a l 

E d u c a t i o n 

Center에서는 면

허 취득 4, 6년 

후에 훈련센터에 

입교해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

음

-정기 자격검정 시험

의 필요성 검토

-정기 안 교육의 시

기, 교육시간, 그리고 

방식 등에 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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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요건

-결격사유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5. 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하 거나 운 면허의 효
력정지기간 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유지
-학력 요건 검토
-실무 경력 요건의 한정  추가 
검토(무경험자는 장 직원 과
정 이후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
여하거나 면허시험 응시자격으
로 철도 장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OK

□Discrepancy
Comments:

□ OK

√□Discrepancy

Comments:

학력요건  실무경력 
요건의 한정  추가 사
항 삭제
(일반국민의 응시제한 
사항으로 헌법의 권리
와 의무에 배됨)

√□OK

□Discrepancy
Comments:
한국의 경우 고교졸업나이가 
만18세 이므로만 18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
할 필요 있음.

2
기

시험

N/A(not available) -사고 처 능력 강화를 한 심
리  지능 검사 추가 검토

-기  체력 검사의 필요성 검토

□OK

√□Discrepancy

Comments:

기 체력검사 불필요

□OK

√□Discrepancy

Comments:

삭제(신체검사와 성검
사로 신하며, 필요시 
항목 추가)

√□OK

□Discrepancy
Comments:

3
신체

검사

-면허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신체검사 
규정  N/A  N/A  N/A  N/A

4
성

검사

-면허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성검사 
규정

 
 N/A  N/A  N/A  N/A

5
장 

직원

N/A -실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해 
장직원 채용 요건 검토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부록 2.3-4]  전문가 그룹 검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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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에 한 응시 
제한 사유로 작용할 우
려가 있음

6
이론

교육

-차종별 차별  시간  과목 용 -일반응시자, 운 면허 소지자, 
철도차량운  경력자, 철도 련
업무 종사자 구분에 따라 이론 
교육훈련 실시하는 방안 검토

-교육 내용  시간에 한 검증 
필요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재 24주간 이론 430시간, 
실기(기능) 410시간 총 840
시간의 교육시간으로 편성되
어 교육기간은 어느정도 충
분하다고 보나 교육생 다
수가 처음 하는 교육이라 
당해 교수님들이 기 부터 
체계 인 교육이 실할 것
으로 사료됨.(기존의 철도재
직자에 한 교육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
임.)

7
기능

교육

-차종별 차별  시간  과정 용 -일반응시자, 운 면허 소지자, 
철도차량운  경력자, 철도 련
업무 종사자 구분에 따라 실습 
교육훈련 실시하는 방안 검토

-교육 내용  시간에 한 검증 
필요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재 설치된 장비(시뮬 이

션)가 극도로 부족하여 장
에 직 견학하는 방식으로 
실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8
필기

시험

-면허 종별 필기시험 항목 규정 -  필기시험 요건 유지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필기시험과 문항수 조정 
필요(3과목-60문항)

√□OK
□Discrepancy
Comments:
교육 종료시 에서 치러지는 
이론시험의 난이도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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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질 인 실력향상이 이
루어지게 할 필요 있음.

9
실기

시험

-면허 종별 실기시험 항목 규정 -  실기 시험 요건 유지
-속도 측  거리 측 시험 
추가 검토( 성시험 항목 확인 
요)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기능시험 시행 방법  
합격기  개선필요
행 과목별 평가를 출

고 검에서 입고까지 
과정을 100 만 으

로 80 이상 득 시 합
격
(배 은 요도에 따라 
비 과 비율 반 )

√□OK
□Discrepancy
Comments:
다만, 단순히 기기취 만 잘
하는 것 보다는 계법규나 
규정을 수하여 운 하는 
자세

가 필요하므로 이런 방면에 
해 심도있는 평가가 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실무 

수습

교육

-운 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 업무
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운
실무수습교육을 규정

-실무 수습 교육의 수 화(3단계 
Level 정도)를 통한 운행 시간 
 회수 제한 검토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독일과 랑스의 경우에서 
보듯 운  노선별 특수성등
에 한 지식을 높이는 방향
으로 환할 필요 있음.

11

고속

철도 

운

업무

종사

자 

시험

-면허의 한 종류로서 일반철도 운행 
경력자에 한함

-별도의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
자 면허제도의 필요성 검토

-일반철도 운행 시간  회수 요
건, 신체  성 요건 등의 차
별성 검토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행법 유지

√□OK

□Discrepancy
Comments:

고속열차의 경우 일정기간동
안 일반열차운행경력이 충분
한 자로 선발할 필요 있음.

12
운행 

합

-피로정도
-질병여부

-운행 합성 검사 항목의 
성 검토

√□OK

□Discrepancy

√□OK

□Discrepancy

√□OK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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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행 제도 검토의견(경희 ) 그룹 1 그룹 2 그룹 3

성 

검사

-음주여부
-인화 계
-고민여부
-복장
-휴 품
- 달사항
-기타: 기타 운행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고 단되는 모든 사항을 검

-운행 합성 검사 결과에 한 
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미국의 운 업무종사자 페 티 
제도와 유사)

Comments: Comments: Comments:

여러항목 에서 가장 요
한 부분은 화목한 가정을 기
로 직장의 인간 계가 제

일 요함.

13

정기 

자격

검정

-10년 마다 정기 성검사 실시하며 
성검사 방식은 최  검사와 동일

-매 2년 마다 정기 신체검사 실시하며, 
신체검사 방식은 최  검사와 동일

-정기 안 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동안 
강의  실습 방식으로 실시

-정기 자격검정 시험의 필요성 
검토

-정기 안 교육의 시기, 교육시
간, 그리고 방식 등에 한 검토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OK

√□Discrepancy

Comments: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성검사의 경우에는 최 의 
성검사와 동일 항목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
임.(나이가 들수록 성에 
응력은 상당히 하됨)

정기신체검사는 재 1년 마
다 실시되므로 큰 무리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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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5]  철도차량 운행속도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인지과정 분석

한국형 고속철도(KTX: Korea Train eXpress)는 2004년 4월에 세계에서 4번째로 

352km/h의 최고속도를 달성하 다. 고속철도 차량의 성능과 속도가 꾸 히 증가하

는데 반해 철도운 업무종사자(이하 ‘운 업무종사자’라 칭함)의 정보처리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Askey et al., 1996). 즉, 철도 차량의 

속도가 220km/h이상을 과하게 되면 운 업무종사자는 더 이상 신호취 에 한 

정확한 단과 반응이 어려워진다(Grue‛re, 1992).

한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는 같은 양의 정보를 제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

기 때문에 일반철도(보통 200km/h 미만)에 비해 상 으로 정신․육체  작업부

하가 증가하게 된다(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 

1999).

철도의 고속화에 따른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인지  취 에 련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Askey, S., Sherdan, T., 1996; G. Li, W. 

Hamilton, G. Morrisrow and T. Clarke, 2003;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 1999; Groeger, J. A., Bradshaw, M. F., Everatt, J., 

Merat, N., & Field, D., 2002 et al.). 특히 Embrey(1999)는 철도차량의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운 업무종사자의 오류 회복 가능성이 어든다고 주장하 다. 한 

그는 운 업무종사자의 경력과 신호감지 후 취 차에 한 인 오류의 상 계

를 다수의 수행 향인자(PIF;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로 구성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비숙련 운 업무종사자를 고려한 신호체계의 보완  재구성을 제안

하 다. 이러한 그의 연구 결과는 국의 Railway Group Standards에 반 되었다

(RGS GE/RT 8012).

한편 운 업무종사자의 나이와 운행 경력에 따라 'Signal Passed at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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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Ds)'의 발생빈도를 추 하여 상 계를 밝 내는 연구가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RSSB)에 의해 진행되었으나(HEL/ RS/ 02799a / RT1, 2003), 

신호감지와 취 에 한 인 오류(human errors)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

하 다.

한 Guangyan Li et al.(2002)는 6개 속도 수 에 따라 30가지 종류의 신호체계

(signs and signals)를 운 업무종사자의 감지(detection)  인지(recognition)에 따

른 반응시간과 비교․분석하 다. 그는 철도 차량의 속도에 따라 각 신호체계 별 

최 의 반응시간을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실증 으로 제시하 다. 그의 연구결과

는 RSSB의 연구보고서(HEL/RT/01651/RT1, 2002a)에 반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연

구는 신호체계와 운 업무종사자의 인지과정과의 계를 해석하지 못하 고 운

업무종사자의 보조업무(secondary tasks)를 통제한 채, 신호처리업무(primary task)

만을 분석하 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탐색  시선처리과정을 다양한 신호의 종류와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Groeger, 2002)나 연령과 시력에 따른 신호감지능력의 상

계를 분석(Heape, 2005)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

하지 못하 다.

술한 바와 같이 철도의 고속화에 따른 운 업무종사자 신호감지능력의 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한 신호의 효과 인 감지  처리능력에 한 연구를 해 운

업무종사자의 시력, 연령, 경력, 신호의 노출시간  방법, 운행속도, 다양한 환경 

등의 상 계(correlations)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인지과정과 신호체계  철도 차량 속도와의 상 계를 밝히려

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운행속도, 신호감지시간, 그리고 신

호의 종류와 운 업무종사자 정보처리과정 간의 상 계와 이와 련한 운 업무

종사자의 신호처리 인지과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속철도의 안

성 향상을 한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요건을 제도화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성검사와 련된 선발과정  교육훈련 과정에서 운 업무종사자

의 인지  한계(cognitive limits)를 극복할 수 있는 안(alternatives)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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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  고찰

1) 인간의 정보처리모델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은 지각․인지(입력)→ 단(처리)→조작(출력)( : 신호 인

지→정지 단→비상 이크 조작)으로 구성된다. 컴퓨터의 정보 장장치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정 인 것과 동 인 것이 있다고 지 된 바 있다. 그런데 인간의 뇌 

역시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Geyer and johnson, 

1957). 그  하나는 ‘오래된’ 정보를 보 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방식은 ‘순환하는’ 

개념으로 재 는 최근의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에 의해 받아들인 정보는 암호화되어 작업기억 혹은 단

기기억(working memory or short-term memory)으로 이 하기 해서 인간은 그 

과정에 주의를 집 해야 한다. 작업기억 내의 정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퇴할 

수 있다. 한 작업기억 내의 항목 수가 ‘5∼9(The magical number 7∓2)’이상 증

가되면 기억과정에 부하가 걸려 기억이 쇠퇴하는 속도는 빨라진다(Miller, 1956).

그림 1 인간의 정보처리 모형

작업기억 내의 정보는 각각 의미가 부여되고 이미 장기기억(long-term memory)

에 있는 정보와 련지어 암호(coding)화된다(그림 1 참조).

2) 운행속도와 신호감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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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ward et al.(1999)은 표 1과 같이 차량의 속도가 200km/h인 상황에서 225m 

방시야가 확보될 경우, 4  동안 신호를 인지할 수 있으며, 250km/h에서는 신호 

감지 시간이 3.2 로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표 1 속도 증가에 따른 신호인지 시간

속력 (km/h) 인지가능 시간 ( )

175 4.6

200 4.0

225 3.6

250 3.2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국의 철도 운 사는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 측시간에 

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신호는 최소한 7 간 운 업무종사자에게 측되어져야 하며, 그  4  동안

은 신호를 측하는데 어떠한 방해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 

                - Railtrack, 2002, GK/RT0037

이른바 ‘4/7 의 법칙(The 4/7 Second Rule)’은 운행 작업 인 운 업무종사자

가 신호를 감지하고(detecting) 정확한 반응(response)을 하기 해 최소 4  이상의 

인지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정보처리모델에서 

신호를 감지(perception),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을 활용하여 결정  반응선택

(decision and response selection), 그리고 반응실행(response execution)하는데 소

요되는 최소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하는 신호설비를 고려하지 않고 철도

차량의 속도가 200km/h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4  이상의 신호인지 시간을 확

보할 수 없다. 특히, 시환경(visual environment)이 좋지 못한 날씨이거나 신호표시

가 무 작은 경우,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처리 능력이 격히 하될 수 있다

(Matthew Woodward et. al., 1999).

한편 Askey와 Sheridan(1995)은 고속철도의 신호인지를 도울 수 있는 표시기

(displays)에 한 실증  연구를 제안하 으며, 그들의 연구는 인간의 인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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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보 표시 장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다.

(나) 실증연구

1) 실험방법

본 실험은 피험자가 컴퓨터 시뮬 이터에 나타나는 신호(signals)를 감지

(detection)하고 인지(perception)하여 각 신호체계에 따른 요구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perception reaction time, PRT)을 측정하 다.

신호체계는 그림 2와 같이 일반 인 삼색 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실험을 

해 고안된 컴퓨터 시뮬 이터는 그림 3과 같다.

Ⓡ Ⓨ Ⓖ

(Ⓡ: 빨강  Ⓨ: 노랑  Ⓖ: 록)

그림 2 신호체계의 구성

그림 3  컴퓨터 시뮬 이션 로그램

신호체계는 네 개의 신호종류로 구분되었으며, 각 신호에 따른 요구직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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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o 신호체계 A(Ⓡ)의 신호가 t시간동안 표시: 'Enter Key'를 른다.

o 신호체계 B(Ⓖ)의 신호가 t시간동안 표시: 'Space Bar'를 른다.

o 신호체계 C(Ⓡ + Ⓨ)의 신호가 t시간동안 표시: 'Space Bar' 2회, 'Enter Key' 

1회를 순차 으로 른다.

o 신호체계 D(Ⓨ + Ⓖ)의 신호가 t시간동안 표시: 'Enter Key' 2회, 'Space Bar' 

1회를 순차 으로 른다.

표시시간 t는 단 의 10단계(tm, m은 1∼10)로 구성되며, 열차의 운행속도가 

변함에 따라 운 업무종사자가 실제 인지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피험자의 모니

터에 보이는 시간을 말한다.

신호체계 A와 B는 신호의 정보가 단순한 형태로 인간이 자연 으로 타고난 것이

거나 학습 상에 의해 형성된 부호의 양립성(compatibility)이 최 로 발휘할 수 

있는 구성이다. 양립성이란 신호자극-반응의 조합 계가 인간의 기 나 사회  통

념에 모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간 정보처리 모델에서 신호인식 후 작업

기억 장치에 의해 빠르게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본능 으로 반응할 수 있

다. 따라서 운 업무종사자의 성검사를 통한 선발과정에서 작업기억 과정의 충실

도  정확도 유무에 한 항목으로 기본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훈련 상자들을 

선별할 수 있다.

반면에 신호체계 C와 D는 정보의 형태가 비교  복잡하며 신호와 요구직무의 정

합성이 낮은 형태이다. 이러한 신호체계를 수행하기 해서는 작업기억만으로는 정

보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기억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

응시간(PRT)은 신호체계 A와 B에 비해 상 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며, 해당 능

력의 향상을 해서는 운 업무종사자의 후천 인 노력이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서 향상시킬 수 있다(Geyer and Jhonson, 1957).

신호체계 S와 표시시간 t의 조합(Sn, tm; A∼D, 1∼10)은 총 40개의 조합으로 구

성되며, 무작 로 피험자의 화면에 표시가 된다. 한 반응시간(PRT)과 반응 결과

의 성패는 로그 데이터로 장되었다.

2) 실험 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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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상은 컴퓨터를 잘 다루며 공학  지식을 가진 공학생으로 동기부여를 해 

수업 참여도에 한 인센티 를 부여하 다. 총110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으며, 국내 철도안 법에 의거하여 좌우 한쪽이라도 시력이 0.8 이하인자와 색맹 

혹은 색약자를 표본에서 제외하 다. 본 실험에 활용된 유효 표본(sample)은 85명

으로 표 2와 같다.

표 2  피험자 정보

구분 최소값 최 값 평균

나이 18 26 19.08

시력
좌 0.9 1.5 1.10

우 0.9 1.5 1.09

실험장비로 도시바 Satellite A200 노트북 컴퓨터(1.86GHz Core Duo T2350, 15 

인치 모니터, 해상도 1280×1024 픽셀)를 사용하 으며, 모니터와 피험자의 시선거

리를 50cm 정도로 유지하여 일반 인 철도차량 운  환경에 합하도록 하 다(그

림 4 참조). 한 피험자가 주요직무(primary task)에 지나치게 주의(attention)를 

집 하지 않도록 부가직무(secondary task)로서 직무 성검사에 활용되는 간단한 

퀴즈(quiz)에 한 반응을 지속 으로 요구하 다(그림 5 참조). 이는 철도차량 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신호인지에 모든 주의를 집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상

황에도 부가직무를 용하여 철도 운 직무 환경에 합하도록 하 다.

그림 4 Equipment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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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개의 문자는 동일한가?

답변: 아니오

그림 5 퀴즈 

3) 가설 설정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 은 철도차량의 속도에 따른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처리 과정을 인지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

과 같은 네 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o H1: 신호체계 A와 B(작업기억만으로 인지)에 한 반응시간(PRT)이 신호체

계 C와 D(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에 한 반응시간보다 짧다.

  o H2: 신호체계(작업기억만으로 인지 혹은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와 요구

직무에 한 성패는 련이 있다.

  o H3: 표시시간(4  미만인 경우 혹은 4  이상인 경우)과 요구직무에 한 성

패는 련이 있다.

  o H4: 신호체계(작업기억만으로 인지 혹은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와 표시

시간(4  미만인 경우 혹은 4  이상인 경우)은 요구직무에 한 성패에 상

호 련성을 가지고 있다.

‘H1’은 통해 신호체계 A와 B는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고 신호체계 C와 D는 작

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하는 신호체계임을 검증하기 한 가설이다. ‘H2’는 작업기

억만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하는 경우보다 요구직무에 

한 성공률이 높고 실패율이 낮다는 것을 검증하기 한 가설이다. ‘H3’은 철도 운

업무종사자가 신호를 인지해야 하는 최소 시간 4 를 기 으로 4  미만인 경우

가 4  이상인 경우보다 요구직무에 한 성공률이 낮고 실패율이 높다는 것을 검

증하기 한 가설이다. 마지막으로 ‘H4’는 신호체계와 표시시간에 따라 요구직무에 

한 성패율의 상호 련성을 검증하기 한 가설이다.

(다)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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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P-value t 자유도 P-value(양쪽) 평균차(ms)

PRT

등분산

가정
9.575 0.003 -2.288 83 0.025 -2,5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50 56.33 0.036 -2,501

  1) ‘H1’의 검증

‘H1’의 검증을 해 신호체계를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는 타입과 ‘작업과 장기기

억으로 인지’하는 타입으로 구분하 다. 자는 신호체계 A와 B로 코딩하고 후자

는 신호체계 C와 D로 코딩하 다. 신호타입에 따른 반응시간(PRT)의 차이분석을 

해 t-test를 실시하 으며, 결과표는 표 3과 같다.

표 3  Result of t-test

T-test 결과,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는 신호타입에 한 반응시간이 ‘작업과 장

기기억으로 인지’하는 신호타입에 한 반응시간보다 평균 2,501 ms 만큼 짧게 나

타났다(p=0.025<0.05). 따라서 신호체계 A와 B는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고 신호체

계 C와 D는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하는 신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 ‘H1’의 

검정 결과는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는 경우 반응시간이 짧다는 인간의 정보처리모

델 이론에 한 실증  근거이다.

2) ‘H2’의 검증

‘H2’의 검증을 해 신호체계와 요구직무의 성패에 한 교차분석(crosstabs)으로 

기 빈도와 실제빈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tests)을 

실시하 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6.753이고 자유도가 1이

며, p-value는 0.009이므로 유의수  5%(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호체계와 요구직무의 성패는 한 련성이 있다.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교차표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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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

체
성공 실패

4  미만 표시

빈도 17 11 28

기 빈도 21.1 6.9 28.0

체 % 20.0% 12.9% 32.9%

표 화 잔차 -.9 1.6

4  이상 표시
빈도 47 10 57

기 빈도 42.9 14.1 57.0

표 4  H2 검증을 한 교차표

 
성패

체
성공 실패

작업기억 만으로 
인지

빈도 42 7 49

기 빈도 36.9 12.1 49.0

체 % 49.4% 8.2% 57.6%

표 화 잔차 0.8 -1.5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

빈도 22 14 36

기 빈도 27.1 8.9 36.0

체 % 25.9% 16.5% 42.4%

표 화 잔차 -1.0 1.7

체

빈도 64 21 85

기 빈도 64.0 21.0 85.0

체 % 75.3% 24.7% 100.0%

이상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는 신호타입에 한 요구직

무의 성공률(실패율)이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하는 신호타입에 비해  높다(낮

다).

3) ‘H3’의 검증

‘H2’의 경우와 같이 ‘H3’의 검증을 해 표시시간과 요구직무의 성패에 한 교차

분석을 실시하 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4.771이고 자유

도가 1이며, p-value는 0.029이므로 유의수  5%(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시시간과 요구직무의 성패는 한 련성이 

있다.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교차표는 표 5와 같다.

표 5  H3 검증을 한 교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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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

체
성공 실패

체 % 55.3% 11.8% 67.1%

표 화 잔차 .6 -1.1

체

빈도 64 21 85

기 빈도 64.0 21.0 85.0

체 % 75.3% 24.7% 100.0%

표시시간 성패 추정빈도 %

작업기억 
만으로 인지

4  미만
성공 9.5

***
67.9%

실패 4.5
***

32.1%

4  이상
성공 33.5*** 90.5%

실패 3.5
***

9.5%

작업과 
장기기억으
로 인지

4  미만
성공 8.5

***
53.1%

실패 7.5*** 46.9%

4  이상
성공 14.5

***
65.9%

실패 7.5
***

34.1%

이상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시시간이 4  미만인 경우에 한 요구직무의 성

공률(실패율)이 표시시간 4  이상인 경우보다 낮다(높다).

4) ‘H4’의 검증

‘H4’의 검증을 해 요구직무의 성패에 향을 주는 신호타입(작업기억으로만 인

지 혹은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과 표시시간(4  미만인 경우 혹은 4  이상인 

경우)에 한 이항로짓분석(binomin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항로짓분석

은 독립변수 들이 범주형 종속변수의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통

계  기법이다.

분석결과, 모수 추정값의 최   변화량이 지정된 수렴기  미만이어서 반복 

수렴하 으며, Pearson의 카이제곱 값이 매우 통계 으로 유의하여(p=0.000<0.01) 

이항로짓모델은 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독립변수인 신호타입과 표시시간

이 모두 이항변수로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측치와 추정치

가 거의 동일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항로짓분석 결과표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이항로짓 추정치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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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로짓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시시간이 4 미만의 요구

직무에 한 실패율(32.1%, 46.9%)이 표시시간 4  이상의 요구직무에 한 실패율

(9.5%, 34.1%)보다 낮다. 둘째, ‘작업기억만으로 인지’하는 경우, 표시시간 4 미만

의 요구직무에 한 실패율은 높으나(32.1%), 4  이상의 요구직무에 한 실패율

(9.5%)은 낮다. 셋째, ‘작업과 장기기억으로 인지’하는 경우, 표시시간 4 미만의 요

구직무에 한 실패율(46.9%)과 4  이상의 요구직무에 한 실패율(34.1%)은 모두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호체계가 단순하여 작업기억만으로도 인지가 가능하더라도 표시시간이 

4  미만인 경우에는 요구직무의 성공률이 낮을 수 있다. 한 작업과 장기기억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신호체계인 경우, 표시시간이 4  미만인 경우의 

요구직무에 한 성공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Woodward et 

al.(1999)의 주장과도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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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6]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지침서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지침서

Regulatory Guidelines for

Managing Qualification of Rail Drivers

연구기 : 경희 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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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목

철도는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 안 성, 정시성, 쾌 성  환경 친화성이 뛰어난 

공공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국내 철도산업이 비약

으로 발 하고, 이에 따라 철도안 에 한 국민  인식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형 참사로 이어

질 수 있다.

“철도안 법”은 다양한 철도운 자들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철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1월 발효되었고, 각 철도운 자들은 이 법에 기 하여 철도안

을 한 종합 인 안 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열차 사고에 있어서 철도 안 업

무종사자의 부 한 업무 성에 기인하는 사례가 지 않다. 따라서 부 한 업

무 성에 의한 사고의 감, 방지 책은 철도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 요인이 개입된 철도사고를 이기 해서는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객

인 자격 리기 이 필요하다. 한 새로운 철도운 업무종사자를 선발할 때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에게 요구되는 요건들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 인 차가 필요하다.

철도운행사고에서 가장 요한 원인인 인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리하기 한 

리기   시행지침을 개발하여 체계 인 인 오류 리를 실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며, 특히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평

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본 지침서를 구성하 다.

활용방안

본 지침서는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활동 주체인 정부, 문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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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 문기 , 철도운 자 등이 운 업무종사자가 안 하게 철도 차량을 

운 할 수 있도록 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내용의 구성

본 지침서는 “안 업무종사자 인 오류 리  업무 성 평가기  개발”과제의 

연구 결과물로서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에 한 세부 차  요구사항들

을 제시한다. 제1장부터 제9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기본요건

   제2장 신체검사

   제3장 성검사

   제4장 운 면허 교육훈련

   제5장 운 면허시험

   제6장 실무수습교육

   제7장 운 면허의 리

   제8장 철도종사자의 안 교육

   제9장 운행 합성평가

각 주제의 이하 항목에서는 해당 주제에 한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 세

부 차  요구사항들을 나열하 다. 철도 운 업무종사자를 합하게 배치함으로

써 철도사고를 감시키는 제도  장치의 마련이 기 되는 항목에 해서는 그 타

당성을 강조하기 한 [추가정보]를 기재하 으며, “∼해야 한다.”와 같은 표 으로 

당 성을 강조하 음을 밝힌다.



- 499 -

작성자

￭ 총   연 구  책 임 자  / 센  터  장   구 인 수         

￭ 주 연구기  참여연구원 / 책임연구원   서 상 문         

                             책임연구원   박 근 옥         

￭ 탁연구기  참여연구원 / 교      수   변 승 남         

                             연  구  원   김 사 길         

                             연  구  원   경 태 원         

                             연  구  원   김 용          

                             연  구  원   김 정 호         

                             연  구  원   허 은 미         

                             연  구  원   박 홍        

작성년도

2008년   

작성 기

경희 학교 산학 력단



- 500 -

용어의 정의

1. “교육훈련기 ”이라 함은 철도안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으로부터 운 면허교육훈련( 제업무교육을 포함한다) 기

으로 지정받은 기 을 말한다.

2. “철도안 문기 ”이라 함은 법 제69조  철도안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으로부터 철도안 문 인력의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 으로 지정받은 문기  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교육훈련기 ․철도안 문기   철도운 기 의 장

을 말한다.

4. “ 기능모의운 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 실과 운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

사하게 제작하고, 상 음향 진동 등 환경 인 요소를 장감 있게 구 함하여 운

연습 효과를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 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5. “기본기능모의운 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  등 운 취 훈련에 반드시 필요

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

타 장치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 취 훈련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 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

여 철도차량운 과 련된 차량, 시설, 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로그램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7. “철도운 자”라 함은 철도안 법 제 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 자를 말한

다.

8. “운 업무종사자”라 함은 철도안 법 제 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교육훈련목표”라 함은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해야하는 험도 기반의 정량  정

성  기 을 말한다.

10. “교육훈련 목표 설정”이라 함은 국가의 안  목표에 따라 각 기 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국내외 사고사례  인 오류 데이터를 분

석한 자료를 토 로 교훅훈련에 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라 함은 각 교육훈련기 의 목표에 부합되는 필요한 교

육훈련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이며, 교육훈련의 항목 요건을 정의하는 것으로, 

기 지식, 성 그리고 교육훈련에 련이 있는 항목에 해 정의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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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 “교육훈련수요분석”이라 함은 철도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철도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악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훈련을 어

느 정도 필요로 하는 가를 악하기 한 논리 인 단계이며, 교육훈련 과정을 이

수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

다.

13. “교육훈련계획”이라 함은 철도종사자가 안 하게 직무를 완수하기 해 갖추어야 

할 업무의 문성을 향상시키고, 안 의식을 고취시키기 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말한다.

14. “안 업무 직무분석”이라 함은 개인이나 조직의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

할  활동 등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과책임”이라 함은 해당직 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

성할 것이 기 되는 표 인 성과를 말한다.

16. “직무기술서”라 함은 직 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직무

수행요건 등 직 에 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7. “직무평가”라 함은 직 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평가하는 제반활동을 말한

다.

18. “직무값”이라 함은 해당직무가 조직의 목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 값을 

말한다.

19. “직무등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 의 군을 말한

다. 

20. “교육훈련 옵션분석”이라 함은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 으로 훈련생에게 달하는 

매체를 선택하고, 이에 한 비용효용 분석을 통해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

다.

21. “면허시험”이라 함은 철도안 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하기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말한다.

22. “면허시험 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 “기능평가시스템”이라 함은 기능모의운 연습기와 연계하여 기능시험의 평가

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산 로그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4. “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 면허를 받은 자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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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25. “문제 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 로그램  시스템을 말한다.

26. “자동평가  수동평가”라 함은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능평가가 자동 으로 

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기능시험평가 원이 수동으로 기능평가시스템

에 입력하여 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

27. “운 면허갱신”이라 함은 법 제19조  철도안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도 운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가 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에 국토해양부장 으로부터 운 면허증에 한 갱신교부를 받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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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요건

기본요건은 응시 기본자격으로 학력, 나이, 공 등과 같은 면허시험 응시를 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을 뜻한다.

행 철도안 법 제11조(결격사유)에서는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에서는 

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에 한 규정을 하고 있다.

[추가정보]

 가.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합성을 한 연구로 운 자 선발의 타당성, 기본 인 선로와 철

도 수송역량과 련된 훈련 로그램의 합성,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역량(나이, 신체조

건 등) 표 에 한 정의,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역량 표 의 용에 한 합성, 역량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운  성과의 모니터링의 효과성, 훈련감독자의 역량(나이, 신체조

건 등)표 을 제시하고 있다.

  - 역량평가(나이, 신체조건 등)와 운  표  리자의 존재, 운  기술의 훈련에 한 합

성, 선로 학습과 철도수송을 설립과 련된 평가, SPAD의 목표설정의 안정성 제시와 감

시, 운 업무종사자의 험을 사 에 리하는 시스템, 사고분석에 있어 인 요인을 고려

함에 한 여러 가지 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 업무수행  신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신호검색, 신호 인식, 색깔의 구분과 신호의 의미

해석과 련된 업무와 련된 연구이며, 선로에 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가시

인 신호의 크기나 발 성, 운 업무종사자와 신호사이의 거리, 피로도, 날씨, 시야, 주의

력 결핍, 업무 요구의 간섭등과 같은 요소들이 검색시간에 향을 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연령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만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내 철도안 법은 결격사유로서 20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 항공법은 운항기종별로 18에서 21세까지 차등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미국 CFR title 49 part 240은 장요원(yard engineer)으로서 18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라. 국 Railways Act는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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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신질환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는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1.3 마약류 리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코올 독자는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추가정보]

  가.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마약류, 즉 마약, 마, 향정신성의

약품 는 알코올 독자는 마약류 리에 한 법률  향정신성 의약품 리법에 의

해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4 경력의 리

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운 면허의 효력정지기

간 에 있는 자는 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5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선발

철도운 자 등은 고속의 운행환경에 합한 자를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로 선

발해야 한다.

[추가정보]

가. Woodward et al.(1999)는 <표 1.1>과 같이 차량의 속도가 200km/h인 상황에서 225m 

방시야가 확보될 경우, 4  동안 신호를 인지할 수 있으며, 250km/h에서는 신호 감지 

시간이 3.2 로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uman Reliability Associates)

<표 1-1. 교육훈련 요구 분석 차>

속력 (km/h) 인지가능 시간 ( )

175 4.6

200 4.0

225 3.6

25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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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의 철도 운 사는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 측시간에 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

세우고 있다. 

“신호는 최소한 7 간 운 업무종사자에게 측되어져야 하며, 그  4  동안

은 신호를 측하는데 어떠한 방해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

- Railtrack, 2002, GK/RT0037

    이른바 ‘4/7 의 법칙(The 4/7 Second Rule)’은 운행 작업 인 운 업무종사자가 신호를 

감지하고(detecting) 정확한 반응(response)을 하기 해 최소 4  이상의 인지시간이 확

보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운 업무종사자가 신호를 인지(perception), 작

업기억과 장기기억을 활용하여 결정  반응선택(decision and response selection), 그리

고 반응실행(response execution)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의 시간을 의미한다.

다. 철도차량의 속도가 200km/h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4  이상의 신호인지 시간을 확보

할 수 없다. 특히, 시환경(visual environment)이 좋지못한 날씨이거나 신호표시가 무 

작은 경우,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 처리 능력이 격히 하될 수 있다.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uman Reliability 

Associates)

제2장 신체검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신체검사 항목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제3장 성검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성검사 항목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

제4장 운 면허 교육훈련

행 철도안 법 체계는 교육훈련과목  시간을 규정(철도안 법 시행규칙 3항)

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 의 자율 ․효율  운 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지정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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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 의 훈련 로그램에 한 자율 운 을 권장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상자의 요구(needs)와 철도운 자 등의 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도록 교육훈련 주기별로 일련의 체계  근을 통해 교육훈련 로그램을 수

정보완 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지침을 ‘철도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지침’에 반   교육기 에 제공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 인 교육훈

련을 유도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ISO9000은 제품⋅생산⋅유통과정 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로 

주로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일본의 원자력교육훈련  센터의 ISO9000인증 

획득  교육훈련분야에 인증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나. 미 국방부에서 정한 규격인 MIL-STD-1397D는 군과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는데 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교육훈련 로그

램에 한 리, 분석  설계, 개발 그리고 교육지원과 수행에 따른 보완 에 한 

부분을 제공한다. 국의 Railway Group Standard에서는 교육훈련에 한 체계 인 

방법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캐나다 Railway Guidance는 교육훈련에 해 아래

와 같은 요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1) 운 업무종사자를 비롯한 철도업무종사자에 한 모든 안  요건을 수할 수 있

도록 한 기술  교육, 그리고 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효율성 시험, 수사항 평가, 리스크 평가, 사고/사건 조사  안 데이터 분석 결

과를 고려하는 자격요건에 한 주기  검토가 필요하다. 

  (3) 철도업무종사자들이 필요한 교육  자격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자격사항이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가 필요하다. 

  (4) 교육  자격 요건에 따른 종사자들의 황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5) 운 업무종사자를 비롯한 철도업무종사자에 한 모든 안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국외사례

 (1) 미국- FRA에서 인증한 운 사의 교육훈련 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

 (2) EU 통합모델- 인증 교육기 에서 이론  기능교육을 실시함

 (3) 국- 인증교육기 에서 9개월에서 18개월간의 기 훈련을 실시함

 (4) 독일: 운 사의 기술센터에서 27주간의 이론  9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필기 

 실기시험을 실시함

 (5) 랑스 : 운 사(국 )교육기 에서 모듈 7개의 교육을 17주간 실시함

라. 해외 철도 기술기

  (1)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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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70 Duties of rail  workers>

• 안 직무를 수행할 때 안 업무종사자는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작 , 부작  행

로 향 받는 사람의 안 을 돌 야 한다. 그리고 안 과 련해서 는 법, 규정 하에

서 의도 으로 방해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

• A rail safety worker, when carrying out rail safety work must-

  - take reasonable care for his or her own safety; and

  - take reasonable care for the safety of persons who may be affected by the rail 

safety worker's acts and omissions;

• A rail safety worker, when carrying out rail safety work, must not intentionally or 

recklessly interfere with or misuse anything provided to the worker by the rail 

transport operator-

  - in the interest of safety; or

  - under this Act or the regulations

(2)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18> 참조

<Railway Employee Qualification Standard Regulation>

•철도운 사는 운 업무종사자 후보자, 정비 후보자등이 요구된 직무를 합하게 수행한다

는 것을 검사자에게 증명하기 하여 요구된 항목과 련하여 충분한 직무 교육을 제공

해야 한다.

•철도운 사는 각 직종의 범주에 맞춰 훈련 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 A railway company shall provide to its locomotive engineer candidates and transfer 

hoster candidates sufficient on-job training in respect of the required subjects to 

enable them to demonstrate to instructors and examiners that they are competent to 

perform their required duties.

• A railway company shall establish employee training program for each occupational 

category.

(3)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6. Training>

•일반 으로 훈련요건은 운 사에 의해 결정되어 지며 험도 평가 과정   운 직무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기본훈련으로 규정, 차 기술  지식 등이 포함된 운  이론과  기 실에서의 훈련, 실

질 인 운  경험이 제공된다.

•Training requirements shall be determined by train operators to meet their individual 

operational needs, but shall be generated by reference to:

  - the risk assessment process defined in section 4.1 of this document

  - an analysis of all aspects of the train driving role in the context of thei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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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training for drivers : Basic training, leading to initial certification as a train 

driver, shall provide:

 - formal training in driving theory, including rules, procedures, the necessary technical 

knowledge and the basic principles of learning routes

 - in-cab training

 - practical train driving experience.

4.1 교육훈련의 의무

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 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하

여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해양국토부 고시 제 2006-51호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의 3조, 4조, 6

조에서는 철도운 자등( 탁 받은 기 의 장을 포함)하여 교육에 한 평가 기 을 마

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 의하면 철도안

문기 의 장은 교육운 에 한 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 에 맞게 운 해

야 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ISO9001에서는 훈련결과의 기록  유지에 하여 년도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는 5년, 인사기록카드는 구히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2 교육훈련의 개발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기 이 결정하며, 교육훈련기 의 장은 정기 으로 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4.2.1 교육훈련 요구사항

교육훈련 요구사항은 교육훈련 목표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등에 

한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한다.

[추가정보]

국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기 이 에 ‘어떻게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 인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 

‘교육훈련을 하기 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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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고려사항

교육훈련의 요구사항 정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계획하기 이 에 교육훈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직 

내․외부의 주요 사안들에 해 확인하여야 한다.

∙ 철도 업무 종사자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악하고, 이러

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안 사고의 원인을 교육훈련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

과 없는 것들에 한 문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와 재 갖추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간의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 안 과 련된 지식, 기술  태도에 한 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

가 무엇인지 악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교육훈련 

과정에 반 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행 철도안 법시행규칙,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에서 목표설정에 

해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구체 인 고려사항에 해서는 언 이 없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부산교통공단, 구

지하철, 주지하철의 안 리규정에서 교육훈련의 목표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목표

설정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

4.2.1.2 요구사항의 내용

요구사항 정의에서 기술되어져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 요구 :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조직)요구를 명시한다.

∙ 학습 상자 : 해당 교수활동의 학습 상자를 명시한다.

∙ 교육 내용 : 해결해야 할 주요 과업에 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 학습 결과 : 교육을 통해 기 되는 학습결과를 기술한다.

[추가정보]

미 국방부에서 정한 규격인 Mil-Std-1379D의 3.159의 Training Plan은 다음의 사항을 교육

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시스템과 장비와 련된 데이터, 2) 교육훈련 

로그램 정보, 3)교육훈련 요구사항, 4)교육훈련에 필요한 교보재, 5)교육훈련 실행계획 등

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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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교육훈련 수요분석

철도운 업무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악하여 교육훈련 과정에 반 해야 한다.

[추가정보]

가. Gray, G. R.․Hall, M. E.․Miller, M.․Shasky, C.의 1997년 공공기  종사자를 상으

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훈련 요구분석의 표 인 역할을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

다. 첫째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과와 생산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개인의 성과를 조직의 목 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Brown(2002)은 교육 요구분석의 네 가지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훈련의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구체 인 조직의 문제를 밝 내는 것이다. 개 개별 부서에서 구체

인 교육훈련 과정에 한 제안을 교육 담당부서에게 하게 되지만, 구도 구체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떤 교육과정이 해결책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

요구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구체 인 문제 을 밝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첫째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둘째 역할은 교육훈련 과정에 한 경 층의의 지원을 얻는 

것이다.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종종 그 결과를 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 층의 

지원을 얻기 어려운데, 요구분석 과정을 통해서 문제와 해결방안과 교육훈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으로써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역할은 교육과정 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교육훈련 요구분석은 교육과정의 구체 인 목 을 설정하는 기 이 되기 때문에 이 기

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할은 교육과정의 

손익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통해서 잠재 인 이익이 

무엇인지 밝 내고,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잠재  손실을 밝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 해외 철도 기술기  - 국

<Railway Safety Good Practice in Training, RS/220>

•훈련수요분석 TNA 을 통하여 개인 는 의 훈련 요건을 명확하고 최 의 해결 방안

에 의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It is the job of a training needs analysis (TNA) to identify the training requirements 

of an individual or team and determine how best to meet those needs by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Understanding Human Factors a guide for the railway industry, Training>

•훈련수요 분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진다. 1단계인 조직  직무 분석단계에

서는 직무분석이 수행되어 지며, 2단계인 훈련 간격 분석 단계에서는 추가 훈련에 필요성

을 명확화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인 훈련 선택 분석에서는 가능한 안들로부터 

훈련 방법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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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방법

조사 설계

조사목표설정

조사 상 선정

조사를 한 활용자료의 분류

교육훈련 책임자의 동의

조사방법과 도구의 선택

설문조사법

(written survey)

개인면담

(individual interview)

지 찰

(on-site observation)

그룹토의(focus groups)

조사 실행 조사시간의 배분

•Standard TNA(Training needs analysis) goes through the three stages show in the 

earlier diagram on page55.

 Stage 1 : Operational Task Analysis - Operational Task Analysis should produce

 Stage 2 : Training Gap Analysis - The produces Training Objectives which should 

specify the additional training requirements you will need to address, 

compared with current arrangement.

 Stage 3 : Training Option Analysis - This produces a recommended training solution 

from a range of possible option

<Railway Group Standard GE/RT8046 Safety Communications, Training> 참조

4.2.2.1 수요분석의 차

a) 설계단계

  조사 목표의 설정, 조사 상 선정, 활용자료의 분류, 교육․훈련 책임자의 동의, 

조사방법과 도구의 검토  선택 차를 수행한다.

b) 실행단계

  조사 시간의 배분, 시행, 조사 자료의 수집 차를 수행한다.

c) 분석  보고단계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론의 도출, 분석결과와 보고서를 제출한다.

[추가정보]

수요분석의 차 단계별 내용과 분석 방법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교육훈련 요구 분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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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행

조사된 자료의 수집

분석 

 

결과보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론 도출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1. 조사의 설계

  조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실시하는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후 조사해야 할 집단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수 인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각 자료에 한 장단 을 악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4가지의 범

주 안에 드는 자료들이다. 

  1) 니즈를 정의하는 자료로서 기 되는 안 업무성과와 재의 안 업무성과 간의 불일치를 밝

내고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 자료(불일치의 원인은 업무에 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기법 등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함). 

  2) 불일치의 해결책에 한 자료(교육훈련 니즈를 충족시키기 해서 어떤 훈련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한 자료)

  3) 교육․훈련 상  집단의 선정을 한 자료

  4) 교육․훈련의 계획과 실시를 한 자료( 구에게, 어디서,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교육할 것

인가에 한 논리 인 자료) 

  다음으로 교육․훈련 책임자로부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면 사용해야할 

근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훈련 니즈를 조사하는 기법 표 으로 설문조사법(written 

survey), 개인면담(individual interview), 지 찰(on-site observation), 그룹토의(focus groups)

등이 있지만, 교육주체의 상황에 맞게 다른 조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사의 실행

  조사의 설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간배분에 따라 사항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

서 시가배분이란 교육․훈련니즈조사를 가장 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가장 일  끝낼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을 계산하여 분배하는 것

을 말한다. 이후 조사된 자료를 수집한다.

  3. 분석결과  결과보고

  조사한 니즈를 계량화하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보고서 

내용에 반드시 기술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기에 수립했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목

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고서는 교육훈련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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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야 한다. 

4.2.3 교육훈련의 계획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계획함으로써 국가  철도 운 자 등이 효율

인 인력 리를 한 지표가 제시하여야 한다.

4.2.3.1 기 요건

교육훈련계획은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하여 국가  운 사가 효율

인 인력 리를 한 지표 제시를 해야 한다.

4.2.3.1.1 교육계획수립 추진요소

∙ 사업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법령의 련 조항과 연계시킨다.

∙ 교육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과 자체계획을 조정하여 조직 인 교육 계

획을 수립한다.

∙ 법정교육은 의무 으로 참여하여 극 으로 범 하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 각종 교육훈련 과정 내용을 이용하여 유효한 지식을 자체의 기능훈련에 결부

시켜 실시한다.

∙ 실시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 한다.

4.2.3.1.2 자료의 수집

교육훈련 계획 작성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기존 교육훈련의 자료의 수집

∙ 근로자의 자질 련사항

∙ 험  안 과 련된 사항

∙ 업무의 차

4.2.3.2 계획의 상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목 , 내용, 방법, 시간, 교재, 그리고 상을 포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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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이론 

교육
강의

 강사가 학습자를 상으로 짧은 시간에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 경제 이면서 용이한 

교수기법으로 강사와 학생이 직 으로 면하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감정교류가 활발할 수 있어 동기 유발이 비교 용이하며, 체 인 망을 제시하거나 

요약, 강조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

기능 

교육

시청각

매체학습

 시청각매체는 학습내용에 한 체 인 개념을 빨리 악할 수 있고, 장경험을 

간 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시청각매체는 이러한 산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과정학습

 교육뿐 아니라 기술훈련도 가능하며, 강의자가 교재를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수법으로 정보가 피 훈련자에게 제시, 자료에 한 의문 을 질문하고 그  최선의 

방법을 피 훈련자에게 교수하는 것이다.

컴퓨터 

보조학습

 컴퓨터를 통한 교수-학습자 시스템을 의미, 비용의 감과 실습의 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서 효율 이며 학습자의 취약 과 보완 을 확실히 알려  수 있다.

장실무학습
 일상 업무 수행과정을 통해 동료에게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시키려는 교육활동으로, 

장기 인 인재의 육성과 단기 인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사례연구

 실제 사례를 작성하고 배부하여, 훈련 참가자들로 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문제분석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려는 기법으로 참여인원의 

극  참여와 그로 인한 독자 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없애 주는 

효과가 있다.

행동모방학습
 인 계 기술의 향상을 해 사용되는 교수기법으로 감독자, 사원, 리자 등을 

훈련시키는 목 으로 사용된다.

4.2.3.3 기간  방법

교육훈련에 한 책임을 가지는 자는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과 교육훈련 

기간에 한 기 을 근거로 하여 그 기 에 합한 자를 교육훈련 상자로 선발

하고 교육훈련 기간을 정해야 한다.

4.2.3.4 매체  방법

교육훈련에 합한 교육교재와 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 자등의 자체 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4.2.3.5 용

교육훈련계획시 이론  기능교육은 다음의 유형<표 4-2>으로 구분하여 각 운

기 의 성격에 맞게 용할 수 있다.

<표 4-2 교육훈련 이론  기능교육 유형 구분>



- 515 -

구 분

리젠테이션 실 경험(Hans-on)

강의 비디오 OJT
자기주

도학습
도제

시뮬

이션

사례연

구

비즈니

스게임

역할놀

이

행동모

델링

학습결과

언어정보 Y Y Y Y Y N Y Y N N

지 스킬 Y N N Y Y Y Y Y N N

인지 략 Y N Y Y N Y Y Y Y Y

태도 Y Y N N N N N N Y N

심동 스킬 N Y Y N Y Y N N N Y

학습환경

명확한 목표 M L H H H H M H M H

실습 L L H H H H M M M H

유의미성 M M H M H H M M M M

구 분 종 류 비고 

Non-Project 매체

 ㆍ칠

 ㆍ 자칠

 ㆍ화이트 보드

Project 매체

 ㆍOHP

 ㆍSlide

 ㆍVideo

 ㆍFilmstrip

인쇄매체

 ㆍ도서

 ㆍ교재

 ㆍ보조자료(Handout)

디지털 매체

 ㆍCBT

 ㆍHypermedia

 ㆍComputer/Multimedia

원거리 통신매체

 ㆍ 화

 ㆍTV

 ㆍ음성회의(Audio conference)

 ㆍ화상회의(Video conference)

실습매체
 ㆍ실차

 ㆍ시뮬 이션

4.2.4 교육훈련 매체선택

교육훈련기 은 교육훈련에 효과 인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의 종

류는 <표4-3>과 같으며, 매체 선택은 <표4-4>와 같다.

<표4-3 교육훈련 미디어의 종류>

<표4-4 미디어 선택방법  행렬표를 이용하는 방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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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L L H M H H M H M H

찰과

상호작용
L M H M H H H H H H

훈련의 이 L L H M H H H H H H

비용

개발비용 M M M H H H M H M M

리비용 L L L M H L L M M M

효과성
H for 

언어
M

H for 

OJT
M H H M M M H

* Y: YES   N: NO

* L(LOW), M(MEDIAM), H(HIGH)

[추가정보]

가. 국의 Railway Safety에서 발간한 Good Practice in Training은 교육훈련에 한 매  

체 선택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나. 미 국방성의 MIL-STD-1397D에서 교육훈련 매체의 선택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해 주고 있다.

다. 국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과 미 국방부에서 정한 규

격인 Mil-Std-1379D는 교육훈련을 실행하는 기 의 내외부 환경과 교육을 이수하는 

종사자의 요구에 맞게 매체를 선택하고 이에 한 고려사항과 선택 차를 제공하여 

교육훈련을 실행하는 기 이 교육훈련을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한

다. 

4.2.4.1 고려사항

교육훈련의 매체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한다.

4.2.4.1.1 학습과제 요인

수업매체를 활용할 때는 수업목표나 바라는 학습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자

극물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4.2.4.1.2 학습자 요인

학습자의 능력이나 사 지식 등이 서로 다르면, 학습자의 지  능력, 인지 양식, 

흥미와 기호, 연령, 학습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다른 매체의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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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3 수업경  요인

어떤 수업 략과 방법을 용할 것인지 학습자의 참여 혹은 교사의 수업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4.2.4.1.4 행정  요인

리, 보 , 이용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4.2.4.2 매체의 평가

선택된 교육훈련 매체의 평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요구되어지는 매체의 개수

∙각 매체의 비용

∙매체의 유지비용

∙유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매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매체의 체가능성과 업데이트 빈도와 비용

∙매체의 수명

∙트 이  비용

∙학습자 비용

4.2.5 비용효과분석

교육훈련 비용과 교육효과의 효용을 비교분석하여 교육훈련 비용보다 교육효과의 

효용이 큰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철도안 에 매우 요한 교육훈련의 경

우는 비용효용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4.2.6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은 다음과 같다.

[추가정보]

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철도 사고에 한 통계를 통해 철도 사고의 비

에서 인 오류가 차지하는 비 이 꾸 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인 오류로 인한 사고

를 방하기 해 CRM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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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개발내용

1단계
과목 내 세부활동 개

발

과목 내에 있는 각 활동들의 내용을 세부 으로 개발하여 각 과목

의 내용을 개발한다.

2단계 학습자 교재개발 학습자가 학습 할 내용을 교재로 편찬한다.

3단계 형성평가
각 단원별로 개발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제작의 착수 여부를 결

정한다.

4단계 제작  제작물 평가 개발단계를 거쳐 제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교재 완성본을 제작

한 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업무종사자에 한 인 오류 방지를 해 교육훈

련 로그램에 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 Dick, W. & Carey. L.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은 교육훈련을 해 사용

되어질 교보재 설계와 개발과 보다 최 화된 교육훈련을 해 교육훈련을 실행  이

에 한 효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4.2.6.1 교육훈련 로그램 작성의 목

철도 안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 교육훈련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

인 실행을 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4.2.6.2 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과정

교육훈련 과정 개발은 다음 일반사항을 수해야 한다. 

∙ 교육훈련기 장은 교육훈련과정개발에 있어 국가 차원의 요구사항과 내부 교

육교재와 교육장비 등 다양한 특수성 등을 통합 으로 반 해야 한다.

∙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 시간과 방법, 그리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교육훈

련에 한 수 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 산망을 이용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총 교육시간의 50%를 과하여 교

육을 실시 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

    나. 교육 상자가 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나 응

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 로그 교육시작  종료시각, 열차여부 확인 등을 

한 리 시스템 

∙ 다음은 교육훈련 과정 개발단계별 세부내용은 <표4-5>와 같다.

<표4-5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단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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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형태로 제작한다. 

5단계 Pilot 과정 평가
본격 인 과정실시 이 에 교육 효과의 검증과 개발된 내용을 평가

하여 최종 수정함으로써 과정에 한 품질을 보증한다.

6단계 실행 비
과정 홍보와 강사 양성 등의 교육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

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인다.

7단계
총 평가  과정개

선

실시된 각각의 단  과정에 해 각 수 별로 평가한 결과를 활용

하여, 과정 개선 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교육훈련과정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교육훈련 평가결

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해야 한다.

4.2.7 교육훈련 상자의 선발

교육훈련기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한 기 을 마련하고 그 기

에 합한 자를 교육훈련 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추가정보]

국의 Yellow Book의 Competence and traning에서는 기 의 안 에 향을 미치고 이에 

한 책임을 지닌 종사자들에 해 업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문지식, 경험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4.2.8 교육훈련의 시행

교육훈련기 의 교육방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4.2.8.1 일반사항

∙ 이론교육과 기능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운 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2.8.2 교육설비의 운용

∙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하여 교육훈련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하여 교육훈련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

능모의운 연습기․기본기능모의운 연습기  컴퓨터지원시스템에 의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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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상자  기능교육에 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훈련기 의 장

이 정한 기 에 미달한 자에 한 기능교육을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운 자등( 탁 운 을 받은 기 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운 면허의 철도차량을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

터 이하로 운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30시간 이상의 기기취  

등에 한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 의 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제1종 기차  디젤차량운 면허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이론  기능교육에 한 평가기 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

여야 한다.

4.2.6 교육훈련의 평가

실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국의 런던 지하철의 safety case는 조직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하여 교육훈련의 

실행 후 이에 한 평가 결과  사후 재평가가 실시되고 난 후 이에 한 결과를 조직내 

련부서  자체 시스템에 보 하고, 후에 교육훈련이 다시 수행 되면 비교 자료로 사용하

도록 하고 있다.

제5장 운 면허시험

운 업무종사자 면허시험  필기시험 요건은 철도안 법 제17조(운 면허시험)

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 면허시험의 과목  합격기 )에 규정되어 있다. 시

험의 방법  차에 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 이 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13호,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 시행지침).

운 업무종사자 면허시험  실기시험 요건은 필기시험과 동일한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문가 검토의견으로 속도 측  거리 측시험의 요성이 강조되었

으며, 이 항목은 행 성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행 제도에서는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 시행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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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을 통해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을 이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항목별 감 율과 감정범 를 정하고 있으며, 실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 혹은 수동으로 평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운 면허시험의 응시

운 면허를 발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 이 실시하는 철도차량운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1.1 응시자격

운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신체검사  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

련을 받아야한다.

[추가정보]

가. 미국 CFR title 49 part 240의 부록 B에서는 운 업무종사자 자격 로그램의 의뢰  

승인에 한 차서가 7항목에 걸쳐 기술되어지고 있는데, 그  3항목에 걸쳐서 일반

응시자뿐만 아니라 면허소지자에 한 교육, 훈련, 평가에 해 각 철도 운 사에 요구

하는 내용이 있다.

나. 국철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완벽한 교육을 받고 난 후, 

“Driving standard manager”로 근무하게 된다.

   - 견인 이론과 결함 찾아내기

   - 실제 인 운

   - 노선 지식

다. 일본철도 안 련 법령에서는 동력차 조종사 운 면허 취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 국토교통성에서 주 하는 시험에 직  합격하는 방법

   -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기 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5.1.2 응시과목  차

5.1.2.1 응시구분

철도차량운 면허시험은 운 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

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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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합격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5.1.2.3 자격의 유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하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 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

효한 것으로 본다.

5.1.2.4 리권한

운 면허시험의 방법· 차, 기능시험 평가 원의 선정 등에 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 이 정할 수 있다.

5.2 필기시험

5.2.1 면허시험 원의 

공단이사장은 면허종별로 2인 이상의 면허시험 원을 하여야 한다.

5.2.1.1 인력기

교육훈련기  세부지정기 의 인력기 에 합한 자 이어야 한다. 

5.2.1.2 운 업무경력

철도차량의 종류별 해당 운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운 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

상인 자는 면허시험 원으로 될 수 있다.

5.2.1.3 기타 경력

철도교통에 한 업무(철도운 ․안 ․차량․기계․신호․ 기․시설 등에 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는 면허시험 원으로 될 수 있다.

5.2.2 필기시험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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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출제의 범

공단이사장은 면허시험 원을 한 후 면허종류별로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

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면허시험 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2.2.1.1 범 의 변경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 를 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간

을 두어야 하며 확  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 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

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2.2.1.2 범 의 리

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면허 취득 후의 실질  기량향상에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2.2 문제의 난이도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쉬운 문제 :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 보통 문제 : 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

∙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추가정보]

  국내원자력법에서 필기시험은 해당 과목에 해 평균 60  이상(과목 40  이상)을 취득

해야 합격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5.2.2.3 출제의 유형

출제는 객 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 식을 혼용할 수 

있다.

5.2.2.4 문제검토

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 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하여 보안 책을 수해야 하고 리방법  보 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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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문제선정

면허시험 원은 면허별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 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

정․인쇄․보 하여야 한다.

5.2.2.6 시험문제의 달

면허시험 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인하여 이를 공단이사

장에게 직  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3 응시원서의 수

응시원서는 인터넷 는 공단에서 직  수할 수 있다.

5.2.3.1 수의 방법

공단이사장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격 여부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취선에 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출력하여야 한다.

5.2.3.2 응시표의 재교부

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 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

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5.2.4 시험장의 비

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2.5 답안채

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 을 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2.5.1 유의사항

∙ 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 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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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채 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독이 어려운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처리한다.

5.3 기능시험

5.3.1 면허시험 원의 

공단이사장은 면허종별로 2인 이상의 면허시험 원을 하여야 한다.

5.3.2 기능시험의 출제

면허시험 원은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기 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2.1 출제의 범

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 노선을 상으로 한다.

5.3.2.1.1 범 의 변경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 를 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간

을 두어야 하며 확  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 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

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3.2.1.2 범 의 리

기능시험은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

가항목별 감 율과 감 범 를 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5.3.2.1.3 운 수행능력의 평가

고장 시나 비상시의 조치 등 실차로 기능시험이 곤란한 사항에 해서는 차종별

로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하여 운 수행능력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가정보]

  가. 기능시험은 정상운행능력, 고장시 조치 차  방법 그리고 비상시 조치 차  방법

에 한 반 인 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실차를 이용하여 고장이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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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치 차  방법을 평가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나. 국내항공법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 항공기로 인정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하여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유럽에서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특별한 돌발상황에 있는 운 사의 성과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5.3.2.2 문제의 난이도

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면허 취득 후의 실질  기량향상에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국내원자력법에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실기시험에 불

합격 시 1회의 재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5.3.2.3 문제검토

공단이사장은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정성 여부를 확인․ 검하여야 한다.

5.3.2.4 문제선정

면허시험 원은 문제 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기능평가시스템에 

장한다.

5.3.2.5 평가의 공정성

기능시험을 한 운행구간의 설정, 운행  일기변화, 특정구간에서의 출발지정,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5.3.2.6 시험문제의 달

면허시험 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인하여 이를 공단이사

장에게 직  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3.3 기능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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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정 허 용 범 

기본기능 모의운 연습기

(1)기기숙달  표 운 차훈련

(2)철도차량 차  비상운  훈련

<표5.1 AC120-40B의 부속서 내용>

부속서 기술 내용

App. 1  등 별 표 요건(Simulator Standard)이 기술

App. 2  인정검사의 기 (Simulator Validation Test)이 정의

App. 3  비행단계별 검사기 (Functions and Subjective Test)

App. 4  서류양식에 하여 수록

App. 5  돌풍에 한 항목으로 기술된 내용 없음(RESERVED)

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는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

다.

5.3.4 모의운 연습기

기능시험 시행  고장시나 비상시의 조치 등 실차로 시험이 곤란한 사항에 해

서는 기본기능 이상의 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정보]

  가. 항공분야에서의 시뮬 이터의 성능기 은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제정한 『FAA AC 

120-40B "Airplane Simulator Qualification"』규정을 따르며 항공기는 여러나라를 

운항하는 특성상 국내 법규도 이 규정을 용하는 수 의 『항공안 본부 고시 제

2004-49호 “모의비행장치지정요령”』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항공분야 시뮬 이터의 성능기 을 정의하고 있는 『FAA AC 120-40B』(Airplane 

Simulator Qualification)의 내용을 보면 본문과 5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

질 인 성능기 과 련된 내용은 주로 부속서에 기술되어 있다. 

  다. 시뮬 이터에 한 용도에 한 허용범 를 명시하여 주어진 성능이 인정된 시뮬

이터에 한하여 훈련시간의 인정 는 기능시험 장비로써의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으며, 권장하는 지정허용범 는 다음과 같다. 

<표5.2 철도차량 시뮬 이터별 지정허용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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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훈련시간의 인정

기능 모의운 연습기

(1)기본기능 모의운 연습기의 범

(2)다양한 이례상황 상황훈련

(3)당해 기종의 운행경험시간 인정

면허시험용 기능 
모의운 연습기

(1) 기능 모의운 연습기의 범

(2)실기시험  심사

5.3.4.1 연결기

공단이사장은 철도차량 운 면허 시험용 기능모의운 연습기와 기능평가시스

템을 연결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세부기 을 정해야 한다.

5.3.4.2 검사내역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검사내역은 다음과 같

다. 

<표5.3 시험용 기능모의운 연습기 검사내역>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13호 철도차량운 면허시험시행지침 별표 2)

검사구분 주요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본검사

․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본구성 구비여부

․ 각종 컴퓨터의 정상동작 여부

․ 각종 음향효과의 성

․ 상의 실감(사람이 인식 가능한 수 의 여부)

육안검사

육안검사

청각  육안

육안검사

기능검사

․ 해당 차종과 동일한 기능의 동작 여부

․ 각종 기기의 취 상태에 한 정확한 감지 여부

․ 기능평가 시스템을 한 통신기능의 정상 여부

․ 고장 는 비상상황 부여기능의 정상 여부

기능검사용

로그램

육안 검사

성능검사

․ 실제차량 비 모의운 연습기의 주행  가‧감속 성능

․ 주행거리에 따른 선로 상 치의 정확성

․ 모의운 연습기의 운 취 에 한 응답속도

․ 계기류  각종 표시장치 지시 값의 오차

․ 상화면의 갱신율

성능검사용

로그램

육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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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  능  기  

운 실
  크기, 내부공간, 주간제어기, 각 계통의 스 치 등이 실제 철도차량과 
동일하여야 함

회로차단기
  기능, 작동  용도가 철도차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치가 한  회
로차단기이어야 함 

운 반응
  운  에 견인력, 항력, 량 등의 변화에 따른 운  반응을 포함하여 
노선의 구조와 같은 실제의 운 조건에 일치하는 추력과 항력의 다양한 
결합에 따른 운 반응이 나타나야 함.

기지운행   기지에서의 운행 상황이 나타나야함.

계기작동
  운 자의 운 취 에 따른 련된 모든 계기들이 해당 철도차량과 같은 
반응을 나타나야 함  

신호  통신장비
  해당차량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작동오차도 철도차량의 신호  통
신장비의 범 이내 이어야함

음향의 실감  각 종 음향은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와 음향이 실제와 같아야함

과정에 포함될 내용

 (1) 노면 효과 - 노선의 구배, 곡선 등  상황에서 항력, pitching과 
Rolling moment 한 내용
 (2) 신호 장치 - 운행  선로주변에 설치된 신호기  지상신호의 반응
과 분기부의 형상과 반응
 (3) 운 특성 - 추진력, 열차 항, 공기 제동, 기제동, 타행특성 등을 
포함하는 운 특성 내용

돌풍 효과
(고속철도의 경우) 돌풍에서의 자세변화에 한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측풍 효과
(고속철도의 경우) 측풍 등과 같이 풍향과 풍속에 한 효과가 동일해야 
함.

착계수

 해당노선  차량의 자료를 근거로 선로가 다음조건인 경우에 동일한 제
동 능력이 필요함
   (1) 마른 상태  (2) 젖은 상태
   (3) 결빙된 상태

제동불량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제동효과 감소 상  견인  제동반응이 차량
의 련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검증
 모의운 연습기의 과정과 하드웨어를 신속하게,  효과 으로 검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함

시스템작동
 모든 시스템은 기지  본선운행 에  차량의 해당시스템의 작동과 동
일하여야 하며, 정상운 과 비상운 의 수행도 동일하여야 함  

5.3.4.3 기능요구사항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다음

과 같이 일반요구사항, 모션장치 요구사항, 상 련 요구사항으로 구분 한다.

5.3.4.3.1 일반 요구사항



- 530 -

교 석
 운 실에서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며 이례상황 는 비상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주간제어기의 힘
 차량과 동일하게 각 종 제어기가 작동하고 제어기를 움직일 때 동일한 
수 의 힘이 필요해야 함. 

운 실 내부소음  차량의 운행 시 발생하는 운 실 소음은 차량과 동일해야 함

운 실 외부소음
 강수의 소리, wiper 소리  엔진 는 인버터 퍼음, 바람  바퀴 소
음이 있어야 함

항   목 성  능  기  

3자유도 방식  모션시스템은 최소한 3가지의 자유도 표 할 수 있어야 함.

특수효과

 아래항목을 포함한 특수효과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1)분기부를 지날 때의 표
(2)열차 정지시 발생되는 크 효과
(3)열차 연결시 발생되는 효과

감지가능한 진동

 운 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차량 운항으로 발생하는 특징 인 진동
(1)가속도/감속도의 표
(2)곡선/분기부에서 느껴지는 원심력
(3) 트 있는 곳에서 정차시 기울어짐
(4)노면효과와 운동력의 합성값의 표

항   목 성  능  기  

선로 상시스템  상시스템의 검사기 과 성능의 기 을 충족하여야 함

시 장치 요건
 운 석에서 수평으로 최소한 75도, 수직으로 최소한 30도 범 를 제공함. 
(철도 차량의 특성상 Collimated 시 장치는 용하지 않아도 됨)

기록수단 제공  상시스템의 시각 인 반응시간을 기록하는 수단이 있어야함 

선로 상검사
 차량의 치와 선로변의 시야범 에 일치하는 타당한 상 표 을 할 수 
있어야하며 아래항목의 자료를 포함해야함.

상효과
 열차가 마지막 정차시 발생되는 크감이 큰 차량의 경우 상효과를 제
공함

상시스템 검증 차
 상시스템의 색상, 가시거리, , 빛의 강도 등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차가 필요함

시간 별 상제공

 선로 주변의 지형  주요 시설물과 주요경계선 등을 식별하고 운행 할 
수 있도록 주간, 여명, 야간시의 상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1) Contrast Ratio( 조비율)
 운 자 치에서 5deg~10deg 크기의 흑백사각형의 매트릭스를 표 하고 
앙의 밝은 4각형의 휘도는 7 cd/㎡ 이상이어야 하며, 어두운 부분과의 
조비율은 5:1이상 이어야 함.

(2) Highlight Brightness Test
 의 (1)항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 채 의 모든 힌사각형의 밝은 부
분이 휘도를 유지하여야 함.
(3) Resolution(해상도)

5.3.4.3.2 모션장치 요구사항

5.3.4.3.3 상 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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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rc-minute의 표 을 하여 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4) Light point size
 지상의 신호등을 운행  원활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함.

5.3.5 장비 리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운 하고 있는 기 은 안   기능시험 시행에 필요

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6 평가시스템

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한 자동평가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

템을 확보․운 하여야 한다.

5.3.7 자동평가

기능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기능모의운 연습

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비의 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

채 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5.3.8 기능시험의 시행

기능시험은 응시자 1명에 하여 기능시험평가 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

다.

5.3.9 답안채

기능시험평가 원은 기능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 표를 출력하여 서

명 날인한 후 시험 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4 시험 리 원회

필기시험  기능시험 운 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 리 원회를 두어야 한다.

5.4.1 업무의 담당

시험 리 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  기능시험결과에 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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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운 면허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 를 사후에 발하 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제6장 실무수습교육

철도안 법 시행규칙 37조에서 운 면허취득자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 실무수습교육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철도차량의 

운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실무수습교육은 교육시간과 주행거리로 규정하여야 하며, 취득 면허종별로 차별

으로 용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운행거리 등은 철도운 사

의 상황에 따라 합리 으로 용하여야 하며, 실무수습교육 계획의 타당성은 국토

해양부가 정기 으로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 운 업무수행경

력자가 운 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 를 들어, 신설 10km 구간)에 한 수습

교육을 받기 해서 행 제도(60시간 이상 1,200km 이상) 로라면 신설구간을 60

번 왕복하는 비효율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정보]

  (1) 미국 : 장근무요원으로 일정 경력을 갖추어야 실제운행이 가능함

  (2) EU 통합모델 : 자격 인증 이후 별도의 실무수습교육은 없음

  (3) 국 : Driving  Standard Manager로 근무

  (4) 독일 : 배치 후 해당지역상황과 노선지식 교육

  (5) 랑스 : 배치 후 해당지역상황과 노선지식 교육

  (6) 스페인 : - 운 업무종사자 보조(2년) : 실무에서 운 업무종사자를 보조

              - 공인운 업무종사자 보조(Maquinista) : 일부 노선의 열차를 운 할 수 있음(2

년)

              - Full Driver : 새로운 노선과 엔진을 다루기 해 엔진에 한 응 

훈련과 새로운 노선에 한 경험을 쌓는 별도의 훈련을 받게 됨(5년)

  (7) 일본 : - 운 면허취득자가 학과수업 8과목을 3개월간 총 400시간 이수

            - 기술 강의는 4과목 4개월간 515시간 이수

6.1 교육의 이수

운 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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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 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6.1.1 선로  신호시스템

운 면허취득자는 운 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1.2 기기취   비상시 조치

운 면허취득자는 운 할 철도차량의 기기취  방법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2 교육의 개발

운 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운행거리 등은 철도

운 자등이 결정하며, 철도운 자등의 장은 정기 으로 실무수습․교육을 개발하여

야 한다. 

[추가정보]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철도 사고에 한 통계를 통해 철도 사고의 비

에서 인 오류가 차지하는 비 이 꾸 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인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하기 해 CRM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 다. 한 

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업무종사자에 한 인 오류 방지를 해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6.3 교육의 방법

∙ 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  방법이나 작동원리  조작

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여 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수행 경력자가 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연장운행하

거나 이설구간을 운 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교육의 실시

철도운 자 등은 운 면허취득자  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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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하여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운 자 등은 운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하여 자격기 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매

월 말일을 기 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 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

습을 받은 구간․인증기 ․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실무수습용 실제차량의 공 이 원활하지 않거나 새로운 기술  구간 편성 등

의 상황에 한 효과 인 실무수습․교육시행을 해 철도운 자등은 기능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할 수 있다.

6.4.1 기능모의운 연습기 요구사항

∙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감독 에 의해 모든 기 상황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감독 에 의해 차량 고장 상황 변수를 부여할 수 있

어야 한다.

∙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감독 에 의해 비상 상황 변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피교육자의 수행능력을 정량  변수로 표시할 수 있

어야 하며, 감독  기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교육훈련은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상황 등에 한 실성(reality)을 높인 기능모

의운 연습기(full-scope simulator)를 활용하여야 학습효과의 이(transfer of 

learning)가 가능하다(Hancock & Bayha, 1982).

  나. 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은 다음과 같다.

    - 안 성을 통하여 철도 험이 없는 교육훈련

    - 반복 으로 상황을 재연하며 실시간으로 운 업무종사자 반응을 분석하고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에 의한 양질의 교육훈련

    - 도달 목표의 확인뿐 아니라 과정 개와 내용에 한 가장 큰 엄격성 때문에 한층 동

질의 교육훈련

    - 매우 다변화된 기상조건뿐 아니라 즉시  시간조건의 부여 가능성

    - 아직 업운  개시되지 않은 선로 는 건설되지 않은 노선의 일부분에서 운 교육

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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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교육

철도운 자 등은 고속철도 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 업무종사자의 인간공

학(Human Factors)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내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용선로와 일반철도 겸용선로를 모두 사용하므로 고속철

도 운 업무종사자가 즉각 인 인지작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Hamilton, W. I., 

Clarke, T., 2005).

  나. 신호 정보가 부득이하게 복잡한 경우, 지속 이고 반복 인 교육훈련을 통해 규칙기

반 행  (rule-based behaviour)나 지식기반 행  (knowledge-based behaviour)를 기

술기반 행  (skill-based behaviour)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기반 행 는 

감각  행  수행이 가능하며, 최소의 주의자원(attention)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asmussen, 1982).

6.5 교육의 평가

철도운 자등은 철도차량운 면허취득자에 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운 업무수행에 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운 업무 수행하기에 부 합 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6 교육 담당자

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하나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운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 자를 지

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 운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운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 운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으로부터 운 업무 실무수습을 담당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추가정보]

  가. 캐나다의 철도안 리지침서에서는 철도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철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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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따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교육훈련에 한 방침과 목표, 기타 안

과 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호주의 Standard(Revision 4292.1-1995) 에는 철도안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완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철도회사가 교육훈련에 한 목 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의 런던지하철은 조직의 운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교육훈련 부서를 두고 있

다. 이 부서에서는 철도 종사자에 한 교육훈련계획과 목 을 수립함으로써 운 부서

를 지원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제7장 운 면허의 리

면허 갱신을 한 정기 신체  성검사, 정기 인 안 교육, 운 업무종사자 자

격을 정기 으로 검증하기 한 자격검정 등을 의미한다.

행 제도에서는 철도안 법 제23조(운 업무종사자 등의 리), 동법 제24조(철

도종사자의 안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운 면허의 갱신 차),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운 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기 자격검정을 한 운 수행능력평가는 면허종별 차종별로 실시하며, 기능 

모의운 연습기를 통해 객 (자동)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추가정보]

  가.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합성을 한 연구로 운 자 선발의 타당성, 기본 인 선로와 

철도 수송역량과 련된 훈련 로그램의 합성,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역량(나이, 신

체조건 등) 표 에 한 정의,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역량 표 의 용에 한 합

성, 역량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운  성과의 모니터링의 효과성, 훈련감독자의 역량(나

이, 신체조건 등)표 을 제시하고 있다.

    - 역량평가(나이, 신체조건 등)와 운  표  리자의 존재, 운  기술의 훈련에 한 

합성, 선로 학습과 철도수송을 설립과 련된 평가, SPAD의 목표설정의 안정성 제시

와 감시, 운 업무종사자의 험을 사 에 리하는 시스템, 사고분석에 있어 인 요인

을 고려함에 한 여러 가지 시들을 보여 다.

7.1 운 업무종사자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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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 자등은 철도운 업무종사자가 신체검사․ 성검사 합격기 에 맞지 아

니한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정보]

  국내항공법에서도 신체검사기 에 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승무원은 신체검사증명의 유효

기간이내인 경우에도 항공업무 종사를 하고 있다.

7.1.1 면허의 갱신

운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운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내 철도법에서는 정기 신체검사에 불합격한다면, 신체검사 재응시 이후 합격할 때 

까지 운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 국내 항공법에서는 자격증명에 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자격증 명별로 항공

신체검사증명을 하여야 하며(항공법 제31조  시행규칙 제95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에 한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다. 국내 원자력법에서는 면허갱신에 한 규정이 없다.

  라. 해외철도기술기 - 국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Physical requirement>

•운 경험이 없는 지원자 : 운 경험이 없는 지원자는 선발과정에서 심리검사가 수행되고, 

안 업무수행에 합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운 경험이 있는 지원자 : 운 업무종사자로서 운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과정이 조

 차이가 나는데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 련 기록

  - 합성 평가와 감시 기록

  - 선발 련하여 이  운  경험과의 차이

  - 향후 안  직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흔

  - 이  심리 검사 결과와 안  직무 수행과의 상호 계를 포함한 선발기술의 개발

• Applicants with no previous driving experience : A selection process which includes 

psychometric tests should be used for all candidates who have no previous 

experience as a train driver, in addition to any evidence, from the applicant, which 

might affect saf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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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nts with previous driving experience : If an applicant has previous experience 

as a train driver, the selection process may be modified,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recruiting train operator.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on the process to be applied:

 - the individual’'s safety record

 - competence assessment and monitoring records

 - difference between previous driving experience and the train operator’'s operations 

which might be relevant to selection

 - any evidence of events which might affect safe performance in future, such as 

bereavement, serious illness, accident outside work

 - developments in selection techniques, including research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metric test results and safety performance, particularly if the applicant was 

tested previously

7.2 정기자격검정

철도 운 사는 운 면허를 득한 자에 하여 그 지식  기량의 유무를 정기 으

로 심사하여 자격을 검정할 수 있다.

[추가정보]

  가. 철도차량 운 면허를 득하여 운 자격이 있는 자라도 철도안 을 해 그 지식과 기

량에 한 정기 인 자격검정이 필요하다.

  나. 국내항공법에서도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해 그 지식  기량의 유무를 정기  수

시 심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자격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다. 면허소지자에 한 자격검정의 필요성은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다.

7.2.1 정기자격검정의 실시

철도 운 사는 운 면허를 득한 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 

그 지식  기량의 유무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 운 면허를 소지한 자가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정기자격검정의 상이 된

다. 

∙ 운 업무종사자의 운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기자

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차종의 성능⦁장비 는 운 기술에 요한 변경이 있

는 경우 운 업무종사자는 정기자격검정을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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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업무종사자가 면허취득 후 6개월 이상 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 운 업무종사자가 철도 련법규 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자격검정을 받

아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내 항공법에서는 조종사 자격증이 유효한 조종사라 하더라도 정기 으로 훈련을 

받은 후 심사과정을 통해 정기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 조

종사는 학과 교육 2시간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 2시간 동안 연 2회 훈

련을 받고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나. 미국 CFR title 49 part 240에서는 면허를 가진 운 업무종사자들의 정기 자격검정을 

규정하고  있다. 운 업무종사자 면허는 정기 으로 기능  법규에 한 시험을 통

해 효율성과 규칙에 한 인지능력을 검사하며, 비상 처능력에 한 시험을 통해 

갑작스런 상황 발생으로 인한 처능력을 검사하며, 체력 시험과 마약  알코올 측

정을 통해 기차 가동에 문제없게 주의시키고 있다.

  다. 유럽 회원국에서 면허를 소지한 자는 철도면허를 유지하기 해서 규정된 요구사항

에 따라 정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7.2.2 면허의 취소

국토해양부장 은 운 업무종사자의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

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내 원자력법에서는 발 용원자로 는 10MWe  열출력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면허

자와 핵연료물질 는 방사성동 원소 등의 면허자  해당 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에 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한 면허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의무의 불이행시에는 면허

가 취소된다.

7.2.2.1 세부기

운 면허의 취소 는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 은 다음 <표7.1>과 같다. 

<표7.1 운 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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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항  내용 해당법조문
처 분 기

1차 반 2차 반 3차 반 4차 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 면허를 받은 때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면허취소

2.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코올 독자

법 제20조제1항

제2호
면허취소

3. 운 면허 효력 지  철도차량

을 운 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3호
면허취소

4. 운 면허증을 타인에게 여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4호
면허취소

5. 철도차량운  고

의 는 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사망자가

발생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5호

면허취소

부상자가

발생한 때

효력정지

3월 이상
면허취소

1천만원 이상

 물  피해가

발생한 때

효력정지

15일 이상

효력정지

3월 이상
면허취소

6. 술에 만취된 상태(  알코올농

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 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6호
면허취소

7. 술에 취한 상태의 기 (  알코

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

서 운 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

으킨 때

법 제20조제1항

제6호
면허취소

8.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운

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6호
면허취소

9. 술에 취한 상태(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

에서 운 하 을 때

법 제20조제1항

제6호

효력정지 3

월 이상
면허취소

10.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 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는 검사(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0조제1항

제7호
면허취소

7.2.2.2 경과의 통보

국토해양부장 이 운 면허의 취소  효력정지처분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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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면허취득자와 운 면허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 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7.2.2.3 면허의 반납

운 면허의 취소 는 효력정지통지를 받은 운 면허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운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2.2.4 면허의 보

국토해양부장 은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받은 자로부터 운 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 하 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7.2.3 정기자격검정의 방법

정기자격검정은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 수행능력을 객 으

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추가정보]

  가. 운 업무종사자가 속도  거리 등 안 운행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악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은 운 환경(밤과 낮, 악천후와 같은 날씨, 시뮬 이터의 디스

이 효과 등)이 변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운

행에 요구되는 인지능력을 객 으로 평가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Bor-Shong Liu 

& Chih-Hung Hsu, 2007)

  나. 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운 업무종사자 성검사  반응형검사에 해당하는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능력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검사는 운 면허 

취득을 목 으로 일회 인 성격이 강하며, 기본 인 검사만이 시행되고 있다.

  다. 국의 RSSB에서는 운 업무수행  학습효과를 거쳐 여러 인지능력의 향상여부를 정

기 으로 악하여 운 업무에 취약한 직원을 선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 (“Psychometric Testing - A review of the train driver selection Process”,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2006)

  라.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련된 국내법에서는 운 정 검사에 한 

신규검사 외에 특별검사를 시행하여 부 합 정시 교정교육을 실시한다.  

  마. 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운 업무종사자 성검사  반응형검사에 해당하

는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능력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검사는 정

검사로서 실무수행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7.2.3.1 속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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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과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국내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 능력에서 인정하는 합격기 은 100km/h

의 차량속도에서 지정속도의 ±5% 이내 수이며, 이는 국내 철도운 업무종사자에게도 동

일하게 용될 수 있다. 

7.2.3.2 정지거리 측

철도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한 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 공

간거리 추정의 정확도, 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 치 산출능력, 그리고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내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 능력에서 인정하는 합격기 은 차량

의 속도 비 제동거리의 ±5% 이내 수이며, 이는 국내 철도운 업무종사자에게도 동

일하게 용될 수 있다. 

  나.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 이동속도를 감안하여 자동차가 주차 치에 멈추도록 이

크 페달을 밟는 방식이 당하며, 최소 세 종류 이상의 속도에서 10회 이상 실시하는 것

이 좋다. 

  다.  사고빈도 집단은 고 사고빈도 집단에 비해 차량의 속도지각에서 더 민감하고 안정

이며, 정지거리 측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차량을 정지시키려면 자신이 운 하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지각하고, 그 물리

인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정지거리를 측해야만 사고를 방할 수 있다. 

7.2.3.3 주의력

운   자유롭게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주의 환 능력, 후, 좌우, 상하 등 주

의배분 능력, 운 자의 선택  주의능력, 그리고 돌발사태나 복잡한 사태의 단 

 처능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주의 환은 한 자극에 주의를 다시 돌리는 (re-orientation) 것을 말햐며, 이는 운  

기술의 요한 요인이다. 

  나. 주의분산은 여러 상에 일정한 수 의 주의를 동시에 배분(allocate)하여 그 상에 

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Pashl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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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분의 운 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치 않은 일

이 발생하는 순간, 선로에 집 하는 것 이외의 모든 활동들은 사라진다. 이 때 선택주의

를 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운  행동이 지장을 받는다.

7.2.3.4 거리지각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야간시력  회복력, 그리고 이동물체에 

한 시지각능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국내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 능력에서 인정하는 합격기 은 원근거리 

추정능력에서 피험자의 측정오차가 4.0mm 이하일 때 1등  정을 낸다. 이는 100km/h의 

차량속도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지각능력이 ±5% 이내로 용할 수 있다.

7.2.3.5 긴 반응

단순한 자극에 한 반응 동작의 속도와 반응 불균형의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일반 인 도로 운 성검사에서 사고율이 높은 운 자 집단의 표 탐색반응시간은 평균 

994ms로 사고 운 자 집단의 952ms보다 42ms 느린 반응시간을 보 다(박민규, 2002). 

제동시간이 일반 도로운 시보다 긴 철도운 의 특성상 돌발 신호에 한 반응 시간이 1  

이내이면 합격기 이 될 수 있다.

7.2.3.6 연속긴 반응

자극  반응 속도와 이상긴장이나 상 조반응경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7.2.3.7 신호확인

신호자극에 한 식별능력, 선택반응의 속도, 그리고 반응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

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부록 10의 “철도차량 운행속도에 따른 운 업무종사자 인지과정 분석” 과정  속도수

을 표 한 표시시간과 요구직무의 성패에 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호의 표시

시간이 4  미만인 경우에 한 요구직무의 성공률이 표시시간 4  이상인 경우보다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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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2 신호 표시시간 (운행속도)에 따른 신호인식 성공률>

 
성패

체
성공 실패

4  미만 표시

빈도 17 11 28

기 빈도 21.1 6.9 28.0

체 % 20.0% 12.9% 32.9%

표 화 잔차 -.9 1.6

4  이상 표시

빈도 47 10 57

기 빈도 42.9 14.1 57.0

체 % 55.3% 11.8% 67.1%

표 화 잔차 .6 -1.1

체

빈도 64 21 85

기 빈도 64.0 21.0 85.0

체 % 75.3% 24.7% 100.0%

  나. Guangyan Li et al.(2006)는 다양한 속도 수 에 따라 30가지 종류의 신호체계(signs 

and signals)를 운 업무종사자의 감지(detection)  인지(recognition)에 따른 반응시

간과 비교∙분석하여, 운행속도에 따른 신호인식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 다. 

7.2.3.8 가속  정지

반응의 정확성과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7.2.3.9 측방경계

주의력 집 과 배분 그리고 오반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7.2.4 정기자격검정 장비

정기자격검정을 시행하는 자는 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될 시설  장비의 안 과 기

능에 하여 정기자격검정을 시행하기  검  확인하여야 한다. 

7.2.4.1 장비의 활용

면허종별 정기자격검정 장비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한다. 

7.2.4.2 기능요구사항

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되는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운 면허시험

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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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합 격  기

속도 측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과 반응 불균형 정

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100km/h의 차량속도에서 지정속도의 

±5% 이내 수

정지거리

측

 철도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한 치

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 공간거리 추

정의 정확도, 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

치 산출능력, 그리고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

증하여야 한다.

차량의 속도 비 제동거리의 ±5% 이

내 측

주의력

 운   자유롭게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주

의 환 능력, 후, 좌우, 상하 등 주의배분 능

력, 운 자의 선택  주의능력, 그리고 돌발사

태나 복잡한 사태의 단  처능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운행  신호감지 (signal detection)가 

P(miss)<5%

거리지각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야간

시력  회복력, 그리고 이동물체에 한 시

지각능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차량 속도 100km/h 이상에서 물체까

지 ±5% 거리 지각

긴 반응
 단순한 자극에 한 반응 동작의 속도와 반

응 불균형의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돌발 신호에 한 1  이내 반응

연속긴

반응

 자극  반응 속도와 이상긴장이나 상 조

반응경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10개 신호의 임의 돌발  8개 이상

(각각 1  이내) 반응

신호확인
 신호자극에 한 식별능력, 선택반응의 속도, 

그리고 반응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운행  신호감지 (signal detection)가 

P(hit)>90%

 가속  

정지

 반응의 정확성과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증하

여야 한다.

차량 속도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10 간 지정속도 유지에 한 오차범

 ±5%

측방경계
 주의력 집 과 배분 그리고 오반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운행  측면 신호감지 (signal 

detection)가 P(hit)>80%

7.2.5 합격기

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 은 <표7.2>와 같이 권장된다. 

<표7.2 정기자격검정 권장 합격기 >

[추가정보]

  가.  사고빈도 집단은 고 사고빈도 집단에 비해 차량의 속도지각에서 더 민감하고 안

정 이며, 정지거리 측오차도 작으며, 분산주의, 주의 환검사의 반응시간이 짧고, 

선택주의검사의 정반응률이 높다. 한 반응의 안정성(표 편차)도 고 사고빈도 집단

에 비해 크다. 

  나. 동 (dynamic) 검사의 경우, 일반 으로 3자유도(degree) 이상의 시뮬 이터에서 검

사를 실시하며, 속도, 거리, 그리고 반응속도에 한 인간의 허용범 는 ±5%∼±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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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DT(Signal Detection Theory)에서 인간이나 기계의 민감도(sensitivity)를 기 으로 

수행도(performance)를 결정하며, 민감도의 기 에 가장 큰 향을 주는 확률은 

률(P(hit))이다. 그러나 민감도에 한 기 은 상 시스템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

다.

제8장 안 교육

안 교육은 철도종사자 모두를 상으로 정기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상

자,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시기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야만 한다. 한 정기 

안 교육은 문 교육훈련기 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에서 운 업무종사자의 안 교육 상  운

업무를 보조하는 자( 를 들어, 철도공사의 부운 업무종사자 등)에 한 제도  

명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8.1 일반사항

철도운 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하여 정기 으로 철도안

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해외 철도 기술기  - 호주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70 Duties of rail  workers>

• 안 직무를 수행할 때 안 업무종사자는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작 , 부작  행

로 향 받는 사람의 안 을 돌 야 한다. 그리고 안 과 련해서 는 법, 규정하에서 

의도 으로 방해하거나 오용해서는 안된다.

• A rail safety worker, when carrying out rail safety work must-

  - take reasonable care for his or her own safety; and

  - take reasonable care for the safety of persons who may be affected by the rail 

safety worker's acts and omissions;

•A rail safety worker, when carrying out rail safety work, must not intentionally or 

recklessly interfere with or misuse anything provided to the worker by the rail 

transport operator-

  - in the interest of safety; or

  - under this Act or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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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69 Identification for rail safety worker>

• 철도운 자는 철도안 업무종사자가 철도안 에 충분한 합성과 훈련상태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ensure that each rail safety worker who is to carry 

out rail safety work in relation to the rail transport operator's railway operations 

have a form of identification that is sufficient to enable the type of competence and 

training of the rail safety worker for that rail safety work to be checked by a rail 

safety officer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25 Records of competence>

• 철도운 자는 언제, 어떻게 훈련이 수행되었는지를 포함한 각 개인별 수행된 안 훈련사

항, 각 철도안 종사자의 자격, 훈련  재훈련을 수행한 조직의 이름, 안 직무자의 

합성을 평가한 사람의 자격  이름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8(5) of the Act,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maintain 

records of competence that include details of —-

 • the rail safety training undertaken by each rail safety worker, including when, and 

for how long, the training was undertaken; and

 • the qualifications of each rail safety worker, including, if applicable -

  - the units of competence undertaken to achieve the qualification; and

  - the level of qualification attained; and

  - if and when a re-assessment of competence is to be conducted; and

  - if and when re-training is due; and

  - the date any re-training was undertaken; and

 •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conducting the training or retraining; and

 • the name and qualifications of the person who assessed the competence of the rail 

safety worker.

8.2 교육방법

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종사자를 상으로 교육 시기  시간 등을 포함한 안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정기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2.1 안 교육 목표설정

철도 업무 종사자의 직무 오류에서 오는 안 사고를 사 에 방하기 해 인력

을 운용하는 기 의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한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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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캐나다의 철도안 리지침서에서는 철도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철도회

사가 따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교육훈련에 한 방침과 목표, 기타 안

과 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호주의 Standard(Revision 4292.1-1995) 에는 철도안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완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철도회사가 교육훈련에 한 목 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의 런던지하철은 조직의 운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교육훈련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철도 종사자에 한 교육훈련계획과 목 을 수립함으로써 운

부서를 지원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8.2.1.2 목표설정의 방법

 다음에 따라 안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다.

∙ 교육훈련기 의 교육목표는 국가의 안  목   목표에 기반을 두고, 기 의 

험도 리 략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훈련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 의 교육훈련 목표는 국가의 목표에 부합되기 때문에 

각 기 이 추구하는 궁극  목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각 기 마

다 내․외부 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 장에 의해 수정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장 의 승인 후 수정되어야 한다.

∙ 교육훈련 목표는 조직의 요구, 학습 상자, 교육 내용,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

결과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교육훈련 목표는 미래지향  방향성, 교육  가치성, 실천가능성,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능력, 성, 인성 등을 포함한 개인차를 고려해 설정

되어야 한다. 

[추가정보]

  국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

을 개발하기 이 에 ‘어떻게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 인 교육훈련을 할 것

인지’,‘교육훈련을 하기 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 하고 있다.

8.2.2 안 업무 직무분석

안 업무 분석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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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Independent Transportation Safety and Reliability Regulator)ITSRR Quarterly  

Report와 국의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는 철도안 업

무종사자의 스트 스, 과 한 업무량과 시간, 그리고 직무 환경에 해 직무분석을 통해 

문제 을 분석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8.2.2.1 목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여 교육훈련 우선순 를 도출한다.

8.2.2.2 차

철도운 자등은 합리 이고 체계 인 교육훈련을 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국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에서는 Hierarchical task 

analysis에 한 차를 설명하고 있다. 체계 인 교육훈련의 기 로서 직무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고, 특정 직무에 어떤 자질과 역량이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합한 교육훈련 

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는 직무를 세부단 로 분류하고 

직무분석을 한 정보수집과 분석, 직무분석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에 해 정리하고 있

다. 

8.2.2.2.1 기본계획 수립

직무분석 실시 목 ,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수립한다.

8.2.2.2.2 상 분야 선정

∙ 직무분석의 실시 목   활용 범  등에 따라 상 분야를 선정한다.

∙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한 취 을 할 수 있는 복수의 직 에 하여는 

그  하나 는 일부만 표직 로 선정하여 직  직무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나머지 상 분야에 용한다.

8.2.2.2.3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분석 상 분야 재직자들이「직무기술서 작성 매뉴얼」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다.

8.2.2.2.4 직무정보 분석  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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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직무정보 분석한다.

∙ 해당기 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 과 방법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평

가한다.

8.2.2.2.5.  사후 리

직무내용이 변경된 직 에 한 추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무분석의 시성을 

확보한다.

8.3 안 교육 로그램의 개발

설정된 목표와 직무분석 결과를 교육여건에 반 하여 안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8.4 안 교육의 실시

철도운 자등은 철도종사자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합한 교육교재와 

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

자등의 자체 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4.1 설비 운용계획

안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 컴퓨터지원시스템, 기본기능 모의운 연습기, 그리고 

기능 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1.1 모의운 연습기의 운용

운 업무종사자에 하여 다음 내용의 안 교육을 기본기능 이상의 모의운 연습

기를 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운 기술 일반

∙ 철도사고사례에 따른 사고 방 기술

∙ 철도사고  운행 장애 등 비상시 응 조치  책 기술

∙ 기타 안 에 하여 필요한 운  기술 등

8.5 안 교육의 탁

철도운 자등은 안 교육 상자가 교육훈련기 에 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

는 당해 교육이수 시간을 당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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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교육 담당자

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하나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 을 갖춘 자

∙ 교육훈련기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철도운 자등이 교육담당자로 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

[추가정보]

  가. 캐나다의 철도안 리지침서에서는 철도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철도회

사가 따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교육훈련에 한 방침과 목표, 기타 안

과 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호주의 Standard(Revision 4292.1-1995) 에는 철도안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완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철도회사가 교육훈련에 한 목 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의 런던지하철은 조직의 운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교육훈련 부서를 두고 있

다. 이 부서에서는 철도 종사자에 한 교육훈련계획과 목 을 수립함으로써 운 부서

를 지원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제9장 운행 합성 검사

운행 합성 검사는 음주뿐만 아니라 피로정도, 질병여부, 그리고 숙면정도 등이 

운 업무의 수행도에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규정을 강화하여 규제 반으로 

인한 인 오류 사고를 감하기 함을 목 으로 한다.

운행 합성 검사는 운 업무종사자와 리자와의 신뢰 계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운 사가 자체 으로 실시하여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철도 운 사에서는 각각의 내규에 따라 운행 합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방법이 난해하고 까다로워서 검사 의 육안  질의응답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로나 숙면정도에 한 일부 항목이 미진하며, 문서 보존에 한 규정이 없어 

리가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측정항목이나 문서 리에 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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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법]

제47조(주정음료 등)

①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객실승무원은 주정성

분이 있는 음료나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등(이하 "주

정음료등"이라 한다)의 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

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②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교통부장 은 항공안   험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객

실승무원이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을 반하여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 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주정음료등의 섭취  사용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

며,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④건설교통부장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에 

하여 그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얻어 액채취·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

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알코올농도가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종류, 주정음료등의 측정에 하여 필요한 세

부 차  측정기록 리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다.

[추가정보]

  가. CFR 240.119조 물질 남용 장애  알코올/약물 규정 수에 한 자료의 고려 기  

(Criteria for consideration of data on substance abuse disorders and alcohol/drug rules 

compliance)과 같이 음주, 건강요구사항, 물질남용 장애 등 합성검사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호흡 는 체액 표본 제공, 소변 샘 의 결과에 한 강력한 조치

가 필요함을 명시되어있음

  나. 음주운  실태조사 결과, 음주운  사고의 32.8%가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나타나며, 음주운  사고의 23.9%가 0.05% 미만에서 나타남. 

  다. 일반 도로교통의 경우도 알코올농도 0.05% 미만에서도 음주운  사고가 빈번이 발

생하고 있으므로 철도교통의 경우, 국내항공 조종사 기 (0.04%이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음.

  라. 미국 철도의 운 업무종자사의 음주제한 기 은 알코올농도 0.04퍼센트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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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8] [[시행일 2006.7.9]] [ 문개정 2003.12.30][[시행일 2004.7.1]] 

설명 사건/ 사고 조건 비고

마약 는 알코올에 의

해 단력 결함
6

알코올 1

코카인 1

불명확 4

부상 는 질병에 의한 

결함
1 당뇨로 인한 혼수상태

수면 42

의식 상실 1

수면(의료  조건/피

로) 41

수면 련: 의료  조건 는 피로의 

원인으로 인해 수면이 발생했는지 결

정이 불가능

신체  조건 1
높은 압으로 인한 

의식상실

합 50

9.1 일반사항

국토해양부장 은 철도안 과 험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운

업무종사자에 하여 운행 합성검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보

  유지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국 철도의 경우 신체  요인과 련된 기 으로 의료  평가 방법  합성 요건, 

질병 이후의 평가에 한 규정이 있으며, 일반 인 의료  조건으로는 운 업무종사

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갑작스런 의식의 상실, 경계 는 집 력 결함, 갑작스런 무능

력, 균형  근육운동의 조화의 결함, 이동성의 제한 등의 결함 기 이 있다.

  나. 운 업무종사자 개인의 신체   정신  결함요소나 잘못된 단 오류에 의하여 발

생될 사고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실 으로도 표 1.9-3과 같이 운 업무

종사자 개인의 결함  요소의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이유로 철도산업분야 에서는 운 업무종사자 개인에 하여 사고 방지를 한 제

도  기 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원자력 산업의 원자력 발 소와 같이 복

잡하고 거 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서로 하게 연 되

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많은 작업 책임자들의 동의가 있어

야 하고, 작업자들 간에, 그리고 부서간의 력 계  정보의 흐름을 악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1.9-7]. 따라서 원자력 산업에서는  시스템을 운 하는 조직, 조직 간의 

업, 인 요소, 시스템과 인간과의 연 계를 시하고 있으며 제도  규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9.1 1차  원인이 신체  조건인 FRA Accident/Incident (198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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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외 철도 기술기

(1) 호주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64 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program>

• 철도 운송 운 자는 철도안 종사자에 한 건강 합성 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이

와 련하여 철도조직 는 철도차량의 운 자에 해서도 건강 합성 로그램과 련

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have  and implement  a health and fitness  program 

for rail safety works who carry out rail safety work on or in relation to the rail 

transport operator's rail infrastructure or rolling stock that complies with the 

prescribe requirements relating to health and fitness program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21.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programs>

• 철도법 section 64의 목 과 련하여 철도운 자는 철도안 종사자에 하여 건강 합

성 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실질 으로 NTC에 의해 제공된 Volumes 1 and 2 of 

the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에 따라야 한다.

•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4 of the Act,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have, and 

must implement, a health and fitness program for rail safety workers that complies,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with Volumes 1 and 2 of the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published by 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2)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18>

• Governor는 안 한 철도 운 과 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하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해당 직무에  임명되기  그리고 임명된 후에  훈련 수행

  - 근무시간  휴식 시간에 한 항목

  - 청각  시각을 포함한 최소한의 의료  기  항목

  - 알코올  마약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지 시키는 항목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c) respecting the following matters, 

in so far as they relate to safe railway operations, in relation to persons employed in 

pos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b):

  - he training of those persons, both before and after appointment to those position,

  - hour of work and rest period to be observed by those persons,

  - minimum medical, including audiometric and optometric, standards to be met by 

those persons,

  - the control or prohibition of the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and the use of 

drugs by those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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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 안 업무종사자의 신체  합성 평가시, 갑작스런 신체  결함,  인식기능의 결함, 의식

의 결함, 근골격계 기능의 결함, 철도안 에 을  것 같은 결함을 고려한다.

•The Medical Fitness for Duty for a person shall be assessed on an individual basis, 

taking into consideration medical conditions, both past and current, that could result 

in:

  - sudden impairment;

  - impairment of cognitive function including alertness, judgment, insight, memory and 

concentration;

  - impairment of senses;

  - significant impairment of musculoskeletal function; or

  - other impairment that is likely to constitute a threat to safe railway operations.

 (3) 국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1, Train Driving, A2.4 General health > 

• 운 업무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갑작스런 의식의 상실, 경계 는 집 력 결함, 갑

작스런 무능력, 균형  근육운동의 조화의 결함, 이동성의 제한 등의 결함을 가지고 있

으면 안 된다.

• Candidates shall not be suffering from medical conditions, or be taking medical 

treatment likely to cause:

  - sudden loss of consciousness

  - impairment of awareness or concentration

  - sudden incapacity

  - impairment of balance or co-ordination coordination

  - significant limitation of mobility.

<Railway Safety Approved Code of Practice GO/RC3551, Approved Code of Practice- 

Train Driving, Physical requirement>

• 선발과정에서는 운 업무 지원자의 훈련  기술개발 이후에, 지원자가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한 확인을 해야 한다.

 - 반복 이고, 지루한 단순한 직무를 수행할 때 경계심  집 력을 유지

 - 변화하는 상황에 안 요건을 수하여 빠르게 반응

 - 열차 운 시 손과 발 사용의 조화

 - 안  메시지를 달하기 하여, 명확하게 구어  문장으로 어의 사용

 -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안 련 정보의 유지  회상

 - 시간의 압박 하에서 차, 규정, 지침의 수

 - 비상상황 는 스트 스 상황에서의 반응

• Selection processes should provide assurance that the applicants for driving work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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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after appropriate training and development, to:

 - maintain vigilance and concentration when working, particularly when carrying out 

repetitive, tiring or monotonous tasks

 - react quickly and in compliance with safety requirements to changing situations

 - co-ordinate the use of controls operated by hand and foot, necessary for safe train 

driving

 - use English to communicate clearly, orally and in writing, to convey safety 

messages

 - check and not make assumptions, even when it is more convenient to do so

 - retain and recall safety-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that which will only be used in 

emergencies

 - comply with procedures, rules and standards, particularly when unsupervised or 

under pressure of time

 - respond to an emergency or other stressful situation calmly and, where required, 

direct others

 - work alone for long periods, applying the appropriate competence standards at all 

times.

9.1.1 운행  음주여부

철도 운 자는 운 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을 운 하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운

업무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해외 철도 기술기

(1) 호주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65.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

•철도운 자는 철도 운행을 수행하는 철도안 종사자에 한 알코올  마약 리 로그

램을 비하고 이행해야 한다.

•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prepare and implement and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 for rail safety workers who carry out railway operations in 

relation to the rail transport operator's rail infrastructure or rolling stock that 

complies with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22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

[local variations until there is national agreement as what requirements should b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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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Safety (Drug and Alcohol Testing) Regulation 2003,Part 2 Offences relating to 

alcohol or other drugs,6>

•철도안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알코올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은 불법이다.

•A railway employee who carries out railway safety work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any other drug is guilty of an offence.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VOLUME 1: MANAGEMENT SYSTEMS>

•철도종사자의 배치  는 카테고리의 변경시 drug screen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정기

인 신체검사에서는 알코올과 마약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을 리하는 지침이 있다.

Drug and Alcohol Screening :

• All jurisdictions require accredited rail organisations to ensure that rail safety 

workers are not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when performing their work. Rail 

safety workers themselves also have a duty not to perform rail safety work whilst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 Pre-placement and/or Change of Risk Category Health Assessments may therefore 

include a drug screen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s legislation and the rail 

organisation’'s requirements. Periodic Health Assessments generally do not include a 

drug screen. However, assessment for drug or alcohol dependence is an aspect of 

the Safety Critical Worker Periodic Health Assessment. Volume 2 includes guidance 

and criteria for Authorised Health Professionals to assess drug or alcohol 

dependence as well as guidance for managing a situation where acute drug or 

alcohol impairment is suspected at a Periodic Health Assessment.

(2) 국

<Railway Group Standard GE/RT8070, 3.5 Drug and Alcohol, 3.5 Contents of a drugs 

and alcohol policy>

• 철도회원사는 마약  알코올 정책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 용되는 범 의 정의

 - 마약  알코올 정책을 수행하고 유지하기 한 책임의 할당

 - 알코올  마약의 오용에 한 정보

 - 의사의 처방없이 팔리는 약물과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사항에 한 계획 보고서

 - 알코올 소비의 지와 억제

 - 마약  알코올 문제에 한 유용한 지원과 도움에 한 정보

 - 마약  알코올 검사를 수행하는 계획

 - 마약  알코올 검사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 환경 

•Railway Group member’s drugs and alcohol policies shall contain, but not b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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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following:

 - defini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o all relevant persons

 -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the drugs and alcohol 

policy

 - information on what constitutes misuse of drugs or alcohol

 - reporting arrangements for the use of prescribed and over-the-counter medication

 -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on the consumption of alcohol

 - implications of and relationship with the Transport and Works Act 1992

 - information on individual safeguards, rights of appeal and confidentiality

 - information on help and support available to those with drugs or alcohol problems

 - circumstances in which disciplinary action will be considered

 - arrangements for undertaking drugs and alcohol testing

 - circumstances under which drugs and alcohol testing will take place

 - arrangements for reporting the results of drugs and alcohol testing

 - arrangements for relevant persons who are remotely managed.

  나. 측정방법 

  우리나라의 음주측정 방법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어 그에 포함된 알콜 농도

를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 자의 자발 인 조가 필수 이다. 재 우리나라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는 국에서 만든 SD-400과 미국에서 만든 

Alco-sensor IV의 2종류가 있는데 이들 2가지 측정기는 옛날에 사용하던 측정기에 비

해 정확도가 높고 자가진단기능  자동 알콜 소거기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므로 오작동이나 수치조작  잔류알콜의 향을  받지 않

도록 되어 있다.  2가지 음주측정기는 음주측정결과가 자동 장 ( 국제는 200회, 미

국제는 170회)되어 음주측정결과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린트로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2가지 모두 측정기를 입으로 불어 알콜농도를 

측정하며 1시간당 15회 정도 사용가능하며 그 오차한계는 0.005% 이내라고 한다. 도로

교통법에서 인정하는 음주측정의 방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호흡측정기의 고장

이나 오차한계 등으로 인해 측정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비하여 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있다.

9.1.1.1 음주기

운 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허용되는 음주기 은 알

코올 농도 0.04% 이하이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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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주정음료 등)

①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객실승무원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

약류 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태에서는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②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교통부장 은 항공안   험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

자  객실승무원이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을 반하여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

의 업무를 하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주정음료등의 섭취  

사용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④건설교통부장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항공종사자  객실승

무원에 하여 그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얻어 액채취·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 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알콜농도가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종류, 주정음료등의 측정에 하여 

필요한 세부 차  측정기록 리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7.9]]

[ 문개정 2003.12.30][[시행일 2004.7.1]] 

  가. 음주운  실태조사 결과, 음주운  사고의 32.8%가 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나

타나며, 음주운  사고의 23.9%가 0.05% 미만에서 나타난다. 

  나. 일반 도로교통의 경우도 알콜농도 0.05% 미만에서도 음주운  사고가 빈번이 발

생하고 있으므로 철도교통의 경우, 국내항공 조종사 기 (0.04%이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다. 미국 철도의 운 업무종자사의 음주제한 기 은 알콜농도 0.04퍼센트 이상이다.

  라. 국내 항공법의  알코올 농도 기 은 0.04%이다. 

9.1.2 마약사용여부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의 마약사용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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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운행 에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해외 철도 기술기

(1) 호주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65.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

•철도운 자는 철도 운행을 수행하는 철도안 종사자에 한 알코올  마약 리 로그

램을 비하고 이행해야 한다.

•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prepare and implement and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 for rail safety workers who carry out railway operations in 

relation to the rail transport operator's rail infrastructure or rolling stock that 

complies with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22 Alcohol and drug management program>

[local variations until there is national agreement as what requirements should be 

applicable]

<Rail Safety (Drug and Alcohol Testing) Regulation 2003,Part 2 Offences relating to 

alcohol or other drugs,6>

•철도안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알코올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은 불법이다.

•A railway employee who carries out railway safety work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any other drug is guilty of an offence.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VOLUME 1: MANAGEMENT SYSTEMS>

•철도종사자의 배치  는 카테고리의 변경시 drug screen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정기

인 신체검사에서는 알코올과 마약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을 리하는 지침이 있다.

Drug and Alcohol Screening :

• All jurisdictions require accredited rail organisations to ensure that rail safety 

workers are not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when performing their work. Rail 

safety workers themselves also have a duty not to perform rail safety work whilst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 Pre-placement and/or Change of Risk Category Health Assessments may therefore 

include a drug screen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s legislation and the rail 

organisation’'s requirements. Periodic Health Assessments generally do not include a 

drug screen. However, assessment for drug or alcohol dependence is an aspect of 

the Safety Critical Worker Periodic Health Assessment. Volume 2 includes guidance 

and criteria for Authorised Health Professionals to assess drug or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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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as well as guidance for managing a situation where acute drug or 

alcohol impairment is suspected at a Periodic Health Assessment.

(2) 국

<Railway Group Standard GE/RT8070, 3.5 Drug and Alcohol, 3.5 Contents of a drugs 

and alcohol policy>

• 철도회원사는 마약  알코올 정책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 용되는 범 의 정의

 - 마약  알코올 정책을 수행하고 유지하기 한 책임의 할당

 - 알코올  마약의 오용에 한 정보

 - 의사의 처방없이 팔리는 약물과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사항에 한 계획 보고서

 - 알코올 소비의 지와 억제

 - 마약  알코올 문제에 한 유용한 지원과 도움에 한 정보

 - 마약  알코올 검사를 수행하는 계획

 - 마약  알코올 검사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 환경 

•Railway Group member’s drugs and alcohol policies shall contain,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 defini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o all relevant persons

 -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for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the drugs and alcohol 

policy

 - information on what constitutes misuse of drugs or alcohol

 - reporting arrangements for the use of prescribed and over-the-counter medication

 -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on the consumption of alcohol

 - implications of and relationship with the Transport and Works Act 1992

 - information on individual safeguards, rights of appeal and confidentiality

 - information on help and support available to those with drugs or alcohol problems

 - circumstances in which disciplinary action will be considered

 - arrangements for undertaking drugs and alcohol testing

 - circumstances under which drugs and alcohol testing will take place

 - arrangements for reporting the results of drugs and alcohol testing

 - arrangements for relevant persons who are remotely managed.

  나. 측정방법

   (1) 도핑 테스트는 검사 상자의 흔히 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액 도핑테스트와 소변 

도핑테스트로 나눠진다고 한다. 도핑 테스트 상자의 액이나 소변을 채취하고 난 

다음 도핑 테스트 기 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을 활용해 부정약물 복용여부

를 검사하게 된다. 

       마약에 따라서 반감기(1회 투여 시 체내에서 투여량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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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르기 때문에 1회 투여 후 검출되지 않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에 따라서 약물 사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물이라도 반감기에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개 1회 투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소변으로는 검출되지 않

는다.

   (2) 머리카락을 통한 마약 검사는 모근과 연결된 액을 통하여 투여 약 2-5일 후부터 모

발에 침투되어 배설되지 않고 잔존하기 때문에 모발에서는 투여 후 오랜 시간 후에도 

검출이 가능하다. 단, 모발은 략 1달에 약 0.9-1.3cm (평균 1cm)정도가 성장하므로 

복용한 약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근으로부터 이동은 되나 이발을 하지 않으면 모

발 에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개 머리카락을 통한 검사는 6개월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9.1.3 약물과다복용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의 약물 과다복용을 하여야 

하며, 매 운행 에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해외 철도 기술기  -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18> 참조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알코올, 불법 마약을 포함하는 물질남용에 하여 의료  합성 평가가 수행되야 한다.

•The medical conditions referred to in Section 5.1 shall include: substance abuse, 

including abuse or dependence on alcohol, prescription medications, or illicit drugs;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4.8 Substance Use Disorders>

•안 업무종사자 채용시 약물복용과 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이 제시

된다. :  병력  신체검사, 소변  압 등에 한 조사, 의사에 의해 수행된 평가, 약물 

복용에 한 의료  분석, 필용한 응기술의 부재여부, 치료에 한  결과 등

•Basic considerations: Employment of individuals in an SCP who may have a 

substance use disorder wi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 M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 Results of additional investigations as may be required (e.g. urine, blood, and/or 

breath tests). 

  - Assessment performed by the treating physician and/or by an Addiction Medicine 

Physician

  - Medical diagnosis of a substance use disorder (e.g. substance abuse or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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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 Presence of medical and/or psychiatric comorbidity. 

  - Absence of necessary coping skills. 

  - Response to treatment. 

  - Establishment of a monitored Relapse Prevention Agreement

  - Ongoing compliance with a monitored Relapse Prevention Agreement. 

  나. 측정방법

    도핑 테스트는 검사 상자의 흔히 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액 도핑테스트와 소변 도

핑테스트로 나눠진다고 한다. 도핑 테스트 상자의 액이나 소변을 채취하고 난 다음 

도핑 테스트 기 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을 활용해 부정약물 복용여부를 검사

하게 된다. 

9.1.4 피로/스트 스 정도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의 피로와 스트 스 정도를 검

사하여 운행 합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캐나다에서는 철도안 법에서 근무시간  휴식 시간에 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조

항은 수면, 피로  스트 스 부분과 긴 히 연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  규정으로 수면

련 질환에 하여 의료  합성 평가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 호주에서도 의료  기

으로 수면질환에 한 합성 평가 수행되고 있다. 캐나다 철도안 법 Section 20(1)을 근

거로 WORK/REST RULES FOR RAILWAY OPERATING EMPLOYEES 에서 피로 련 

최소 요건과  피로 리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피로 리계획의 요건으로, 철도운 사는 피로

리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피로 리계획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에 한 경계심을 향상시키고, 피

로를 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교통의 집도, 교통 상황, 지리  상황 등이 포함된 

운  특징을 피로 리계획에 반 하도록 하고 있다. 한 피로 리계획 개발  수행시 종업

원의 직무스 , 교육  훈련, 휴식환경, 직무환경, 비정상 운  환경 하에서의 직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 철도의 경우 신체  요인과 련된 기 으로 의료  평가 방법  합성 요건, 질병 

이후의 평가에 한 규정이 있으며, 일반 인 의료  조건으로는 운 업무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갑작스런 의식의 상실, 경계 는 집 력 결함, 갑작스런 무능력, 균형  근육운

동의 조화의 결함, 이동성의 제한 등의 결함 기 이 있다. 국의 피로 련 가이드라인에서는 

리자가 운 업무종사자의 피로에서 발생하는 험을 리하기 하여 효과 인 배치를 수

립하는 9단계 차를 가지고 있다. 1단계로는 피로에 향 받는 운 업무종사자의 확인, 2단

계는 기   직무패턴 설계의 설정, 3단계는 과근무의 제한, 4단계는 운 업무종사자와의 

의, 5단계는 배치에 한 기록 유지, 6단계는 운 업무종사자에게 련 정보의 제공,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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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용

호주

∙Waterfall Accident (2003)

∙Runaway Suburban Train 5264 at Spencer Street Station Melbourne(2003)

∙Hexham, NSW 객차와 석탄수송 열차 충돌(2002)

는 감시, 8단계는 운 업무종사자가 피로하게 되었을 때의 조치, 9단계는 배치에 한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다. 호주  뉴질랜드의 피로 문가 그룹에서 자동차 운 자의 피로모델(그림 9.1)을 만든 것인

데, 피로 련 요인을 크게 직무 요인(작업부하, 휴식, 근무시간, 작업형태), 조직 요인( 여, 

업무상 외출, 직무의 측가능성),생물학  요인(건강, 나이, 수면, 생체리듬), 근무지로부터 

떨어진 생활(가족  친구, 사회경제  요소, 출퇴근)로 언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로 

련 요인의 부 한 조건은 결국 신체 , 정신  결함을 이끌어 표 9.1와 같이 피로 련 철

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피로/스트 스 항목 련해서는 철도차량운 규칙 제6조 3항에서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안 법 규정에서는 

철도운 자는 철도운 업무 종사자의 피로 리 요건과 일치하여 로그램을 비  이행

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는 피로와 철도 운 업무종사자와의 계, 피로

리 로그램에 한 사항을 언 하고 있다. 그리고 피로 리 로그램에는 피로 리 정책, 피

로 험도 평가, 한 교육과 훈련 로그램, 운 업무종사자의 피로 련 보고서, 피로

리 로그램을 평가  감시하기 한 차, 피로와 연 되어 발생된 사고 보고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9.1  호주  뉴질랜드 자동차 운 자 피로 모델>

<표 9.1 피로 련 철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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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용

∙Beresfield, NSW Coal Train 23(1997)

국
∙CIRAS(Confidential Incident Reporting and Analysis System)의 25%이상이 

피로 련 불만

캐나다
∙Canadian Pacific Limited Train No. 819-021 과 Train NO. 996-30 충돌

(1996)

 

   라. 해외 철도 기술기  

(1) 호주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Volume2 

Assessment Procedures and Medical Criteria, 19 Sleep Disorders>

•수면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효과 인 치료가 될 때까지 합성 기 을 충족하지 못

한다.

The criteria for Fit for Duty are not met:

• If the person has established sleep apnoea syndrome (sleep apnoea on a diagnostic 

sleep study and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with moderate to severe sleepiness, 

until treatment is effective.

(2)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18)> 참조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수면 련 질환을 포함한 신경계 결함에 하여 의료  합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The medical conditions referred to in Section 5.1 shall include: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including seizure disorders, narcolepsy, sleep apnea and other 

disturbances of consciousness, vestibular disorders, disorders of coordination and 

muscle control, head injury, post traumatic conditions and intracranial tumors;

  마. 측정방법

    생리 인 요소를 통한 측정은, 심박동, 체온, 근육 긴장도, 신체 기 항 등의 여러 

가지 생리 인 요소를 측정해서 재의 상태를 보는 것과 여러 삶의 항목들의 검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9.1.5 질병여부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의 질병여부를 검사하여 운행

합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해외 철도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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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Railway Medical Rules For Positions Critical To Safe Railway Operations, 5.2, f >

• 치매, 기억상실을 포함한 인식과 련된 질환,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우울증을 

포함한 심리상태, 공항  공포증을 포함한 불안과 련된 질환, 반사회 , 변덕 는 

공격 인 행동 결과를 수반하는 성격질환 등에 하여 의료  합성 평가가 수행되어

야 한다.

• mental disorders, including the following types of mental disorders:

  Chapter 1 cognitive, including dementias, delerium and amnesia;

  Chapter 2 psychotic, including schizophrenia;

  Chapter 3 mood, including depression, manic, bipolar;

  Chapter 4 anxiety, including panic attacks and phobias; and

  Chapter 5 personality, resulting in anti-social, erratic or aggressive behaviour;

9.1.6 숙면정도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의 숙면정도를 검사하여 운행

합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가. 캐나다에서는 철도안 법에서 근무시간  휴식 시간에 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

며, 이 조항은 수면, 피로  스트 스 부분과 긴 히 연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  

규정으로 수면 련 질환에 하여 의료  합성 평가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 

호주에서도 의료  기 으로 수면질환에 한 합성 평가 수행되고 있다.

  나. 해외 철도 기술기

(1) 호주

<Rail Safety Bill Model Provisions, 67. Fatigue management program>

•철도운 자는 철도안 업무 종사자의 피로 리 요건과 일치하여 로그램을 비  이

행해야 한다.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prepare and implement a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requirements, for the management of fatigue of rail safety works who 

carry out railway operations in relation to the rail transport operator's rail 

infrastructure or rolling stock.

<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Fatigue management program>

[local variations until there is national agreement as what requirements should be 

applicable]

<FATIGUE MANAGEMENT FOR RAIL SAFETY WORKERS DRAF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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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07, 2.1.1 Elements of a Fatigue Management Program>

•피로 리 정책,  피로 험도 평가, 한 교육과 훈련 로그램, 피드백과 련하여 철

도안 종사자의 피로 련 보고서, 피로 리 로그램을 평가/감시하기 한 차  평

가, 피로와 련하여 발생된 사고에 한 보고서 등이 피로 리 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fatigue management program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which are further 

discussed below in this section:

- a fatigue management policy

- a fatigue risk assessment;

- “competency based” education or “awareness training” programs as appropriate;

- a rail safety worker fatigue reporting mechanism with associated feedback;

- procedures and measures for assessing/monitoring the fatigue management program;

- procedures for reporting, investigating, and recording incidents that are attributable 

wholly or in part to fatigue; and

- processes for evaluating information on fatigue levels and fatigue-related incidents, 

undertaking interventions, and evaluating the effects of those interventions.

(2) 캐나다

<Railway Safety Act  1985, c. 32 (4th Supp.), 18> 참조

<Work/Rest Rules For Railway Operating Employees>

• 피로 리계획의 요건으로 철도회사는 피로 리 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피로 리 계획은 

피로를 이고 종업원의 직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 의 

특징을 반 하여야 한다.

• 피로 리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종업원의 직무스 , 교육  훈련, 휴식 

환경, 직무환경, 비정상 운  환경하에서의 직무

• Requirements :

 - Railway companies will implement fatigue management plans.

 - Fatigue management plans shall be designed to reduce fatigue and improve on-duty 

alertness of operating employees.

 - Fatigue management plans shall reflect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work trains on a particular territory, taking into account 

such items as size, complexity, traffic density, traffic patterns, run length and 

geographical considerations.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Fatigue management plans must consider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 employee work scheduling practices;

 -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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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the-job alertness strategies;

 - rest environments;

 - work environments;

 - working under unusual operating conditions;

 - unique deadheading circumstances.

(3) 국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6, Managing 

fatigue in safety critical work>

• 리자는 안  요직무 종사자의 피로에서 발생하는 험을 리하기 한 효과 인 배

치를 수립해야한다. 이 차에는 9단계가 있는데, 2단계인 기   직무 패턴 설계에서는 

피로의 원인으로 아래요소를 고려하여 기   범 를 수립해야 한다.

 - 직무 설계

 - 직무 부하  작업 환경

 - 교  근무 체계

 - 교  근무 변경

 - 과 근무 리

 - 휴식 주기

 - 근무기간 동안의 회복 시간 등

•The controller of safety critical work should establish effective arrangements for 

managing the risks arising from fatigue in safety critical workers. This proces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stages:

• Stage 2: Setting standards and designing working patterns : In the absence of 

relevant recognised national industry standards and limits, the standards and limits 

that the controller of safety critical work sets should,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ake into account foreseeable causes of fatigue, including:

 - job design;

 - the workload and the working environment;

 - the shift system in operation;

 - shift exchange;

 - control of overtime;

 - on-call working;

 - the frequency of breaks;

 - recovery time during periods of duty; and

 - the nature and duration of any time spent travelling.

<Railway Group Standard GO/RT3255, Train Working; Competence and Fitness, 5.4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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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 자는 열차직무에 련하여 마약 는 알코올, 과 근무시간, 근무시간 패턴 

는 다른 요소에 기인한 피로, 질병 는 부상, 질병이후의 향 등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Train and station operator shall have systems in place to ensure that fitness for train 

working duties is not impaired by;

  - drugs or alcohol

  - fatigue caused by excessive hours of work, working time patterns or other  factors

  - illness or the after-effects of illness or injury

  다. 측정방법

    뇌  안구운동, 심 도, 근 도, 압 등을 종합 으로 측정하는 검사방법이 있다.

9.1.7 해물품 휴 여부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가 해물품을 휴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운행 합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국내 항공법 61조>

기내반입 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 운항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 하는 물품  휴   탑재가 지

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 지물품을 휴  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지되며, 범죄 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다.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 해물품) 

① " 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

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해물품에 포함된

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 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험하다고 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 류 : 경찰 , 가죽으로 싼 곤  는 유사품

• 폭발물  탄약 : 매용 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해물품 : 가 ,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는 

폭발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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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문서의 보

철도 운 자는 운행 합성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보   유지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해외 철도 기술기 -호주

<Model Rail Safety Regulations 2006, 25 Records of competence>

• 철도운 자는 언제, 어떻게 훈련이 수행되었는지를 포함한 각 개인별 수행된 안 훈련사

항, 각 철도안 종사자의 자격, 훈련  재훈련을 수행한 조직의 이름, 안 직무자의 

합성을 평가한 사람의 자격  이름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8(5) of the Act, a rail transport operator must maintain 

records of competence that include details of —-

 • the rail safety training undertaken by each rail safety worker, including when, and 

for how long, the training was undertaken; and

 • the qualifications of each rail safety worker, including, if applicable -

  - the units of competence undertaken to achieve the qualification; and

  - the level of qualification attained; and

  - if and when a re-assessment of competence is to be conducted; and

  - if and when re-training is due; and

  - the date any re-training was undertaken; and

 •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raining or retraining; and

 • the name and qualifications of the person who assessed the competence of the rail 

safety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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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검사
주기

검사항목
불합격기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철도안
법 
시행령 
제21조제
1호의 
운 업무
종사자

고속철도차량
․

제1종 
기차량
․

제2종 
기차량
․

디젤차량
운 업무종사자

신규
검사

o 작업태도

o 속도 측능력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지속 주의력
o 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반응형검사  속도 측능력과 
선택 주의력검사 결과가 부 합 
등 으로 정된 경우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o 품성검사 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정기
검사

o 작업태도

o 속도 측능력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지속 주의력
o 안정도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40  미만인 자

특별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속도 측능력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지속 주의력
o 거리지각능력
o 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 
(해당 연령  기  용)

o 반응형검사  속도 측능력과 
선택 주의력 검사 결과가 부 합 
등 으로 정된 자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철도장비
업무종사자

신규
검사

o 작업태도

o 속도 측능력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지속 주의력
o 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반응형검사  속도 측능력과 
선택 주의력검사 결과가 부 합 
등 으로 정된 자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o 품성검사 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정기
검사

o 작업태도

o 속도 측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40  미만인 자

특별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속도 측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반응형검사  속도 측능력검사와 
선택  주의력 검사 결과가 부 합 
등 으로 정된 자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 별로 수산정 기 을 달리하여 환산한 수를 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는 100 을 기 으로 한다.

[부록 2.4-1] 철도안전법에 의한 현행 적성검사 항목과 
불합격기준

(1) 운 업무종사자의 성검사항목  불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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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검사주
기

검사항목
불합격기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철도안 법시행
령 

제21조제3호의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
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규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민첩성
 - 응능력
 - 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응능력검사, 
단력검사, 동작정확력 검사  부 합등 이 

2개 이상  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정기
검사

o 작업태도

o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민첩성
 - 응능력
 - 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o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응능력검사, 
단력검사, 동작정확력검사  부 합등 이 3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40  미만인 자

특별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민첩성
 - 응능력
 - 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응능력검사, 
단력검사, 동작정확력 검사  부 합등 이 

2개 이상  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결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자

o 품성검사 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 별로 수산정 기 을 달리하여 환산한 수를 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는 100 을 기 으로 한다.

(2) 제업무종사자의 성검사항목  불합격기

검사 상
검사주
기

검사항목
불합격기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철도안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의 

제업무종사
자

신규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민첩성
 - 응능력
 - 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작업태도검사, 선택 주의력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응능력검사   부 합 
등 이 2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자

o 품성검사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정기
검사

o 작업태도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민첩성
 - 응능력
 - 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o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40  
미만인 자

특별
검사

o 지    능
o 작업태도
o 품    성

o 주의력
 - 선택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o 민첩성
 - 응능력
 - 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o 지능검사 수가 85  미만인 자(해당 연령  
기  용)

o 작업태도검사, 선택 주의력검사, 
주의배분능력검사, 응능력검사  
부 합등 이 2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가 50  미만인 자

o 품성검사결과 부 합자로 정된 자

비고: 1. 지능검사는 연령 별로 수산정 기 을 달리하여 환산한 수를 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수합계는 100 을 기 으로 한다.

(3) 열차운용원 성검사항목  불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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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검사 항목

덴마크
장기기억, 기호해석, 시공간 지각, 심리검사, 책임감, 기

계  지식, 손과 육체  움직임의 조화, 서비스 정신

이탈리아
심리검사, 집 력, 주의배분, 시각유지, 단기기억, 공간 

단력, 지식검사, 반응속도. 인터뷰

스페인
지능검사, 품성검사, 주의력, 집 력, 반응시간, 업무 스

트 스 인내력

폴란드 심리검사

오스트리아
주의력, 집 력, 스트 스 방어 능력, 반응시간, 지능검

사, 인터뷰, 품성검사

네덜란드

이해력, 독립성, 책임감, 단독작업에 한 성, 불규칙 

작업에 한 성, 정서안정도, 집 력, 선택  반응, 

단력

노르웨이
인지능력, 스트 스 인내력, 방향과 공간 능력, 기계조

작능력, 수리  이해력, 정신력

에스토니아
독립  의사결정능력, 측력, 동, 스트 스 하에서의 

작업능력, 타당성, 합성, 정직성, 시각  기억력

벨기에

인지능력, 지속  주의력, 반응시간, 스트 스 하에서의 

업무 리력, 인터뷰, 자율성, 운  에 심리 성 측, 

사고 후 심리검사와 상담 실시

독일
단기기억, 집 력, 논리  사고력, 수학  사고력, 기술 

지식, 품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능력

[부록 2.4-2] 해외 적성검사 항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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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3] 공통기초 및 직업기초 적성항목

[공통기 성]

분 야

(기본능력)
개 요 세부 능력

기 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 말을 일고 들음으로

써 타인이 뜻한 바를 악하고, 자신이 뜻한 바

를 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

력

사고력

학습능력

이해력

사회  능력

( 인 계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게 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생활하는 능력 

동심

문화 응력

의사소통능력

상력

조직 리 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창조 이고 논리 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

르게 인식하고 히 해결하는 능력

의사결정력

기획능력

평가능력

정보습득  처리능력

리더십

자원 리  활용능력

직무태도  소양

(자기개발 리능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한 자질을 지

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책임감

자 심

신뢰성

자기개발능력

내  동기화

응  감각능력

(지각  인지능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각, 청각 등

의 감각과 인지능력  신체의 동  반응능력

감각능력

인지능력

신체 응능력

   [직업기 성]

분 류 정 의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목표를 향해 새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능력

상상력 실 세계가 아닌 이상세계에서 추론하는 능력

감수성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느낌의 민감성 정도 는 능력

찰력 어떤 상을 남들보다 정확하고 세 하게 보고 그 이지지를 기억하는 능력

직 력 기억, 사고, 상상 등을 통해 어떤 새로운 지식을 통찰하는 능력

기획력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실행을 하여 환경을 조정하며 리할 수 있는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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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계 내  용 비고

등용시험

응시자격 역무원/차장

시험

실시

방법

 

담당자

1차

시험

신체기능검사
건강지원센터의사 는 

외부 문의사
정책임자 :

건강지원센터소장/

연수센터소장정신기능검사
연수원센터 

성검사실시자

2차

시험

지식검사 업실무자
1차시험 합격자에 해 실시

지식검사항목: -일반상식  -철도일반

 -운 취 련지식 -기타 연수센터장이

  인정하는 사항
면    업실무자

갑종 기

차량

운 교육

과정

학과

교육

일반과목  -훈화 -집무요령 -특강

문과목

 -안 기본  -철도차량

 -운 법규  -신호선로

 -철도 기  -운 이론

 -검사수선(유지보수)

 -작업안

총 71일

합숙훈련

 -오리엔테이션

 -단체행동훈련

 -  토론  발표

 -간담회 -리포트 작성

 -반성회

제반행사

 -오리엔테이션, 기타

 -학과수료시험

 - 련 장견학

 -보강    -학습정리  

 -리포트  -배속 

 -검차 장실습

 -비상상황 가상훈련

기능 교육
-기본교육  -승무교육

-출고 검  -응 처치
총 77일

기능수료시험 속도목측 외 10과목 8일

면허교부  종강식 1일

업근무 실무수습후 단독승무
운 기량조사 1차 단독승무발령후 3개월 ~ 6개월 미만

운 기량조사 2차 단독승무발령후 6개월 ~ 1년 미만

Follow-Up

연수

1년차 연수

(단독승무발령 1년 경과후)

  (학과)

동차기 사의 직무

문과목

사고처치

*  차고실습/차량고장

   검처치

연수효과를 확인하기 해 문과목에 

해 시험실시

사고방지는 시뮬 이터, CAI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함

차고실습은 연수실시 1개월 까지 

   실시완료함

3년차 연수

(단독승무발령 3년 경과후)

  (학과)

당사의 상

동차기 사에 기 하

는 사항

문과목

사고방지

*  차고실습/차량고장

   검처치

[부록 2.4-4] 동경메트로의 동력차운전업무종사자 
양성과정

(2007년 4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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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내용 상자
실시

주기
정기  

불합격자 

처치

운

고사

운 안 규칙

운 취 실시기

사고∙화재등 책규정

력운용기

차량정비실시기

노선폐쇄취 기

보수용기계기구취 기 의 

트롤리에 한 조항

기술부안 생취 기

역무 리소

총

부소장 

이하 

원

1회/년

필답고사  

   70  이상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해 재고사 실시

타직종 

   환조치

종합 제소

승무 리소

차량 리소

시설  기 리소

성

검사

정신기능

 검사

작업소질검사

  (크 페린검사)
상 동

1회/3년

유자격자에 

   의한 정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 실시
반응속도검사

주의배분검사

역무 리소와 시설  

기 리소

이외 상동

신체기능

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압  

   장질환 검사

호흡기장애에 

   한 검사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원

단,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검사는 열차 등의

   운 자격자에 한함 

1회 이상

/년

산업의의 

   진단에 따름

[부록 2.4-5] 관동철도협회 정기운전고사 및 
적성검사실시요령(발췌요약)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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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TX 기장 운  직무
행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지능

검사

작업

태도

검사

품성

검사

속도

측

능력

검사

주의력 검사
거리

지각

능력

검사

안정도

검사

민첩성 검사

응

능력
단력

동작

정확력

정서

안정도
선택  

주의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  

주의력단 직무 필요 정신  기능

1 출무 단 1.2 1.8 2.0 1.2 1.4 1.2 1.2 1.0 1.8 1.2 1.2 1.2 2.0

2 동력차로 이동 주의 1.8 1.6 1.2 1.6 1.8 1.8 1.8 1.6 2.0 1.8 1.4 1.8 2.4

3 출발  차량 검 단, 분석, 응, 주의 1.8 1.4 1.4 1.2 1.8 1.4 1.6 1.2 1.6 1.2 2.0 2.0 2.0

4 출발 단, 충 1.4 1.6 1.4 1.8 2.0 1.6 2.0 2.0 1.8 1.4 2.2 2.4 2.2

5 가속 단, 분석, 충 1.6 1.6 1.8 2.6 2.0 2.0 2.0 2.6 2.0 1.6 2.2 2.0 1.8

6 감속 단, 분석, 충 1.6 1.6 1.6 2.6 2.0 2.0 2.2 2.6 2.0 1.6 2.2 2.0 1.8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단, 분석, 응, 주의 2.0 2.0 1.4 2.4 2.4 2.6 2.4 2.6 2.2 2.2 3.0 2.6 2.2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단, 분석, 응, 주의 2.2 2.0 1.4 2.4 2.4 2.6 2.4 2.6 2.2 2.2 3.0 2.6 2.2

9 기존선→고속선 진입 단, 분석, 응, 주의 2.2 2.0 1.4 2.4 2.4 2.6 2.6 2.6 2.4 2.2 3.0 2.6 2.2

10 고속선→기존선 진입 단, 분석, 응, 주의 2.2 2.0 1.4 2.4 2.4 2.6 2.6 2.6 2.2 2.2 3.0 2.6 2.2

11 도 역 정차 단, 분석, 충, 주의 2.4 2.2 1.8 2.4 2.4 2.4 2.4 2.6 2.4 1.8 2.8 2.4 2.4

12 종착역 정차 단, 분석, 충, 주의 2.4 2.2 2.0 2.4 2.4 2.4 2.4 2.6 2.4 1.8 2.8 2.4 2.4

13 차량 인계  도착 보고 단 1.8 1.4 1.4 1.4 1.6 1.6 1.8 1.4 2.0 1.2 2.0 2.0 2.0

14 부수입환 단, 분석, 충, 주의 1.8 1.8 1.6 2.2 2.4 2.4 2.6 2.6 2.4 2.2 2.2 2.6 2.2

평 균 값 1.89 1.80 1.56 2.07 2.10 2.09 2.14 2.19 2.10 1.76 2.36 2.23 2.14

[부록 2.4-6] 직무분석과 적성검사 항목과의 연관관계 분석표

1.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표본수 : 15 명] [ 수 = 총 수 / 표본수]

[ O : 련성 높음(3 ),   ∆ : 련성 간정도(2 ),   X : 련성 낮거나 없음(1 ) ]

* 필요 정신  기능 항목의 범례 : 종합 단력= 단, 조사분석력=분석, 조정 충력= 충, 기획창의력=창의, 지휘통솔력=통솔, 섭외교섭력=섭외, 응력= 응, 주의인내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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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열차 제 직무
행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지능

검사

작업

태도

검사

품성

검사

속도

측

능력

검사

주의력 검사
거리

지각

능력

검사

안정도

검사

민첩성 검사

응

능력
단력

동작

정확력

정서

안정도
선택  

주의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  

주의력단 직무 필요 정신  기능

1 입･출고  시발(주박) 열차 단, 분석, 충, 주의 2.0 2.5 1.3 2.0 2.8 2.8 2.3 2.3 2.5 2.5 3.0 2.8 2.3

2 열차번호 확인  변경 단, 충, 섭외, 응 2.3 3.0 1.5 1.8 3.0 2.8 2.3 1.5 2.8 2.3 3.0 2.8 2.5

3 선도 제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2.5 2.8 2.0 2.0 2.5 3.0 2.8 2.3 2.8 2.3 3.0 2.8 2.8

4 열차 간격조정 단, 분석, 충, 통솔, 응, 주의 2.5 2.8 2.0 3.0 2.8 3.0 2.8 2.8 2.8 2.8 3.0 2.8 2.8

5 운행순서 변경시 인 선 연락 단, 분석, 충, 섭외, 주의 2.3 2.8 2.5 1.8 2.8 2.3 2.8 1.8 2.8 2.5 2.8 2.5 2.8

6 속 단, 분석, 충, 응, 주의 2.8 2.5 2.5 1.8 2.8 2.8 2.3 2.5 2.8 2.8 2.8 2.5 2.8

7 임시 동열차 단, 분석, 충, 섭외, 주의 2.5 2.8 1.5 2.5 2.5 2.5 3.0 2.5 2.8 3.0 3.0 2.8 2.3

8 운 취  취약역 감시 단, 응, 주의 2.3 2.8 2.0 2.0 3.0 2.3 2.5 2.0 3.0 2.5 3.0 2.3 3.0

9 동열차 지연 수보  입력 단, 분석 2.3 2.8 2.5 2.3 3.0 2.8 2.5 2.0 3.0 2.8 3.0 2.8 2.5

10 열차다이어 기록 단, 분석, 응 2.5 3.0 2.0 1.8 3.0 2.8 2.3 1.8 2.8 2.5 2.5 2.8 2.0

11 민원 단, 섭외, 응 2.8 3.0 3.0 1.5 2.8 2.8 1.8 1.8 2.5 3.0 3.0 2.3 3.0

12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동작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2.8 2.8 2.0 2.5 3.0 3.0 2.3 2.8 2.8 3.0 3.0 3.0 2.8

13 선로지장작업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2.8 2.3 2.5 2.3 3.0 3.0 2.5 2.8 2.5 3.0 3.0 2.8 2.5

14 일반상황시 기운용 단, 분석, 충, 응, 주의 2.8 3.0 2.3 1.8 3.0 2.8 2.5 2.0 2.5 2.8 3.0 2.8 2.8

15 사고 발생시 기운용
단, 분석, 충, 창의, 통솔, 섭외, 응, 

주의 2.8 2.5 3.0 1.8 3.0 3.0 2.8 2.3 3.0 2.8 3.0 2.8 3.0

16 사상사고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2.8 2.8 3.0 2.3 2.5 3.0 2.5 2.8 3.0 2.8 3.0 2.8 3.0

17 차량 장애
단, 분석, 충, 창의, 통솔, 섭외, 응, 

주의 2.8 3.0 2.5 2.3 3.0 3.0 2.8 1.8 3.0 2.8 3.0 2.8 3.0

18 기교체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2.5 2.8 2.3 1.8 3.0 2.8 2.3 2.5 2.8 2.5 3.0 3.0 3.0

19 신호보안장치 장애
단, 분석, 충, 창의, 통솔, 섭외, 응, 

주의 2.8 2.5 2.0 2.0 2.8 2.8 2.8 2.0 2.8 2.5 3.0 3.0 2.8

20 장애
단, 분석, 충, 창의, 통솔, 섭외, 응, 

주의 2.5 2.5 2.3 2.0 2.8 2.8 2.8 2.0 3.0 2.5 3.0 3.0 2.8

평 균 값 2.57 2.75 2.24 2.07 2.86 2.81 2.54 2.22 2.80 2.69 2.96 2.76 2.76

2. 제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 동열차 [표본수 : 25 명] [ 수 = 총 수 / 표본수]

[ O : 련성 높음(3 ),   ∆ : 련성 간정도(2 ),   X : 련성 낮거나 없음(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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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열차운용원 직무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지능

검사

작업

태도

검사

품성

검사

속도

측

능력

검사

주의력 검사
거리

지각

능력

검사

안정도

검사

민첩성 검사

응

능력
단력

동작

정확력

정서

안정도
선택  

주의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  

주의력단 직무 필요 정신  기능

1 입환 단,  충,  통솔,  주의 2.0 2.4 2.0 2.8 2.8 2.6 2.8 2.7 2.9 2.6 2.9 2.9 2.5

2 입환(보조업무) 단,  충,  주의 1.8 2.3 1.9 2.6 2.7 2.6 2.8 2.8 2.9 2.7 2.8 2.9 2.5

3 통과열차 취 단, 분석, 충, 주의 1.6 2.3 1.8 2.6 2.7 2.5 2.7 2.1 2.5 2.6 2.6 2.8 2.4

4 정차열차 취 단, 분석,  통솔, 섭외, 응, 주의 1.7 2.2 1.9 2.5 2.8 2.6 2.6 2.2 2.6 2.7 2.6 2.9 2.5

5
임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1.8 2.4 2.0 2.5 2.8 2.8 2.8 2.4 2.7 2.7 2.8 2.7 2.6

6
정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단, 분석,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1.8 2.3 2.0 2.6 2.7 2.7 2.7 2.4 2.7 2.7 2.8 2.7 2.5

7 선로차단공사 단, 충, 통솔, 섭외, 응, 주의 2.1 2.5 2.3 2.2 2.8 2.8 2.7 2.4 2.8 2.7 2.8 2.7 2.7

8 인수인계 단, 섭외, 주의 1.9 2.3 2.2 2.0 2.3 2.3 2.1 1.8 2.3 2.1 2.6 2.3 2.5

9 검 단, 분석, 주의 2.1 2.5 2.0 1.9 2.5 2.4 2.5 1.8 2.7 2.3 2.6 2.4 2.5

10 행정 단, 창의, 섭외 2.5 2.5 2.3 1.7 2.1 2.0 2.1 1.7 2.1 1.9 2.1 1.8 2.3

평 균 값 1.93 2.37 2.04 2.34 2.62 2.53 2.58 2.23 2.62 2.50 2.66 2.61 2.50

3. 열차운용원의 직무와 성검사 항목과의 연 성 [표본수 : 10명] [ 수 = 총 수 / 표본수]

[ O : 련성 높음(3 ),   ∆ : 련성 간정도(2 ),   X : 련성 낮거나 없음(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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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7] 직무분석과 적성기능(정신적 요건)과의 
연관관계

1 운 업무종사자

NO KTX 기장 운  직무 직무수행시 필요한 정신  요건 요인수

1 출무 종합 단력 1

2 동력차로 이동 주의인내력 1

3 출발  차량검사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응력, 주의인내력 4

4 출발 종합 단력, 조정 충력 2

5 가속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3

6 감속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3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종합 단력, 조작분석력, 응력, 주의인내력 4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종합 단력, 조작분석력, 응력, 주의인내력 4

9 기존선→고속선 진입 종합 단력, 조작분석력, 응력, 주의인내력 4

10 고속선 →기존선 진입 종합 단력, 조작분석력, 응력, 주의인내력 4

11 도 역 정차 종합 단력, 조작분석력, 조정 충력, 주의인내력 4

12 종착역 정차 종합 단력, 조작분석력, 조정 충력, 주의인내력 4

13 차량 인계  도착보고 종합 단력 1

14 부수입환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주의인내력 4

평균 요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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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업무종사자 

NO 동열차 제 직무 직무수행시 필요한 정신  요건 요인수

1
입․출고  시발(주박) 

열차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주의인내력 4

2 열차번호 확인  변경 종합 단력, 조정 충력, 섭외교섭력, 응력 4

3 선도 제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7

4 열차간격조정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응력, 주의인내력
6

5
운 순서 변경시 

입 선에 연락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섭외교섭력, 

주의인내력
5

6 속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응력, 주의

인내력
5

7 임시 동열차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섭외교섭력,

주의인내력
5

8 운 취  취약역 감시 종합 단력, 응력, 주의인내력 3

9
동열차 지연수보  

입력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2

10 열차다이어 기록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응력 3

11 민원 종합 단력, 섭외교섭력, 응력 3

12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동작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7

13 선로지장작업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 력, 주의인내력
7

14 일반상황시 기운용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응력, 주의

인내력
5

15 사고발생시 기운용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기획창의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8

16 사상사고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 력, 주의인내력
7

17 차량장애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기획창의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8

18 기교체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7

19 신호보안장치 장애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기획창의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8

20 장애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기획창의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8

평균 요인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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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차운용원

NO 열차운용원 직무 직무수행시 필요한 정신  요건 요인수

1 입환 종합 단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주의인내력 4

2 입환(보조업무) 종합 단력,  조정 충력,  주의인내력 3

3 통과열차 취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주의인내력 4

4 정차열차 취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6

5
임시 피열차 피후 

통과열차취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7

6
정규 피열차 피후 

통과열차취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7

7 차단공사
종합 단력, 조정 충력, 지휘통솔력, 섭외교섭력, 

응력, 주의인내력
6

8 인수인계 종합 단력, 섭외교섭력, 주의인내력 3

9 검 종합 단력, 조사분석력, 주의인내력 3

10 행정 종합 단력, 기획창의력, 섭외교섭력 3

평균 요인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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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불합격기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 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다. 증인 고 압증(수축기 압 180mmHg 이상, 확장기 압110mmHg 이상

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염병

2. 비․구강․

인후계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나. 정상 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착

3. 치아계통

가. 만성 인 턱 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손상으로 30 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 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   음식물을 씹는 기 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가. 심부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 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상동맥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종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증

다. 거 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는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증 요실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 착

[부록 2.5-1] 현행 신체검사 항목과 불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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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불합격기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요 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계통

가. 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는 말단비 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증인 당뇨병(식 당 140 이상)  증의 사질환(통풍 등)

10. 액 는 

조 계통

가. 우병

나. 소  감소성 자반병

다. 증의 재생불능성 빈

라. 용 성 빈 (용 성 황달)

마. 진성 구 과다증

바. 백 병

11. 신경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 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는 신체증상)

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신성․ 증 근무력증  신경근 합부 질환

사. 유 성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2. 사  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 질환 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가.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

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15. 정신계통

가.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행동장애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마  약물, 알콜 독자 등

마. 간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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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야

검사

항목

철도안 법 시행규칙 항공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해외사례

 1. 

일반결

함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

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

기질환  사상충병

다. 증인 고 압증(수

축기 압 180㎜Hg 

이상, 확장기 압 

110㎜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

지 아니한 법정 염

병

가. 두부·안면·경부·몸통 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변형·기형 는 기능
장애가 없을 것

나. 악성종양 는 그의 염려
가 없을 것

다. AIDS가 없을 것. HIV 양
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
서 질병이 없을 것

라. 한 염성 질환 는 
그의 염려가 없을 것

마. 한 신의 쇠약이 없
을 것

바. 항공업무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비만이 없을 것

사. 한 내분비장애나 
사· 양장애가 없을 것

아. 한 알 르기성 질환이 
없을 것

자. 인슐린이나 당강하제로 
조 이 필요한 당뇨병이 
없을 것

가. 후가 불량한 악성

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

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

다리아병·트리빠노쪼

마병·일본주 흡충병)

라. 유효 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

염병으로서 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가. 후가 불량한 악성종

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

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

리아병·트리빠노쪼마

병·일본주 흡충병)

라. 증인 고 압증(확장

기 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 한 치료를 받

지 아니한 법정 염병

으로서 염성이 없어

지지 아니한 자

가. 암, 종양검사 : 호주, 

랑스, 룩셈부르크, 헝

가리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호주 : 150/95-200/110

   미국 : 일반건강검진에 

포함

   캐나다 : 180/110

   스웨덴 : 160/95

라. 만성 염병 : 벨기에, 

룩셈부르크

가. 고 압(수축기 압이 

145mmHg을 과하

거나 확장기 압이 

90mmHg을 과하는 

것)

나. 압(수축기 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압이 

60mmHg 미만인 것)

[부록 2.5-2] 국내외 신체검사 항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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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야

검사

항목

철도안 법 시행규칙 항공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해외사례

2. 

비․구

강․인

후 

계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호흡에 장애를 가

져오는 비, 구강, 인

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나. 정상 인 섭취가 곤

란한 식도 착

가. 귀 는 련 구조에 항공

업무에 지장을 래할 이

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정기 의 장애가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라. 한 이 기능 장애가 

없을 것

마. 비공·부비공 는 인후두

에 한 질환이 없을 것

바.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

을 방해할 정도로 비 격

(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

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할 

것

사. 심한 말더듬이·발성장애 

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아. 구강 는 치아에 한 

질환 는 기능장애가 없

을 것

가. 화재진압  구조․

구 업무(이하 “소방

업무”라 한다)에 지장

이 있을 정도로 회화 

 호흡에 장애를 주

는 비·구강·인후·식도

의 변형  기능장애

나. 정상 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 착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회화  호

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인후‧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나. 정상 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 착

3. 

치아계

통

가. 만성 인 턱 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

의 질환  손상으로 

30 리미터 이상 입

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 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  

상태가 회복될 가능

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   음식물

을 씹는 기 의 기능

을 잃은 자

가. 진구성인 아래턱

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 작근)의 질환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 이 탈골

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  

상태가 회복될 가능

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음식물

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가. 진구성인 아래턱 강

직, 음식물을 씹는 근

육( 작근)의 질환  

손상으로 30㎜이상 입

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 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

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  상

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가. 해외 사례 없음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해외 사례 없음

라. 후두염 :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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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야

검사

항목

철도안 법 시행규칙 항공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해외사례

4. 

피부질

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

환자  한센병환자

피부염 :  룩셈부르크

5. 

흉부질

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확장증, 폐기

종, 활동성 폐진균질

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

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

이 없을 것

나. 흉막 는 종격에 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

을 것

라. 폐기능 하를 래하는 

호흡기계통의 한 질환

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의 기왕력 

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

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래

할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

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성  만

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증만성천식증· 증만

성기 지염· 증기

지확장증·폐기종·활동

성 폐진균질환

가. 염성 는 증 결핵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성  만성 늑막

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증

만성천식증‧ 증만성기

지염‧ 증기 지확장

증‧폐기종‧활동성 폐진

균질환

가. 결핵 : 룩셈부르크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천식 : 랑스

   폐질환 : 벨기에, 룩셈

부르크, 호주, 캐나다

라. 해외 사례 없음

마. 해외 사례 없음

6. 

순환기 

계통

가. 심부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

(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 도장애

가. 조 되지 아니하는 고 압

이 없을 것

나. 순환기계통의 한 기능 

 구조  이상이 없을 것

다. 심근장애, 상동맥장애 

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가. 심부 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발작성 빈맥

(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 도장애

가. 심부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발작성 빈맥(150회/

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 도장애

가. 일본, 캐나다, 호주, 

랑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해외 사례 없음

라. 해외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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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야

검사

항목

철도안 법 시행규칙 항공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해외사례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상동맥질환

( 심증  심근경색

증)

것

라. 한 선천성 혹은 후천
성 심질환이 없을 것

마. 한 자극생성 는 흥
분 도의 이상이 없을 것

바. 심부  는 그의 기왕력
이 없을 것

사. 동맥류, 한 정맥류 
는 임 유종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아. 한 심막의 질환이 없
을 것

자. 심장 막의 교체, 구
인 심장 박동기 이식 는 
심장 이식의 기왕력이 없
을 것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상동맥질환

( 심증  심근경색

증)

사. 폐성심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상동맥질환

( 심증  심근경색

증)

마. 해외 사례 없음

바. 해외 사례 없음

사. 해외 사례 없음

7. 

소화기 

계통

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종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증

다. 거 결장, 게실염, 회

장염, 궤양성 장염으

로 난치인 경우

가. 소화기계통 는 복막에 
한 기능장애 는 질

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
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
히 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간염 는 간

경변증

다. 거 결장·게실염·회장

염·궤양성 장염으

로서 난치인 경우

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종

나.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만성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증

다. 거 결장‧게실염‧회장

염‧궤양성 장염으로

서 난치인 경우

가. 해외 사례 없음

나. 벨기에, 핀란드, UIMC 

국가들( 랑스, 독일 

등)

다. 해외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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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식 

는 

비뇨기 

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증 요실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 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

를 동반한 양측성 신

결석  요 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

를 동반한 만성신증

후군

가. 신장  비뇨생식기계 질

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

히 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 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염려가 있는 부인과 질환

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한다.

가. 증 요실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

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 되

지 않는 신증후군(腎

症候群)

가. 증 요실

나.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신

질환

다.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

핵 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 되지 

않는 신증후군

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랑스, 캐나다

나. 룩셈부르크, 캐나다

다. 룩셈부르크

라. 룩셈부르크

마. 해외 사례 없음

바. 룩셈부르크

사. 해외 사례 없음

아. 해외 사례 없음

9. 

내분비 

계통

가. 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

나. 거인증 는 말단비

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

근 등 뇌하수체의 이

가. 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 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히 지장을 주는 진행

성 거인증 는 말단

가. 증의 갑상선 기능이

상으로 업무수행에 

히 지장을 주는 비가

역 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히 지

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

증 는 말단비 증

가. 해외 사례 없음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해외 사례 없음

라. 해외 사례 없음

마. 당뇨 : 캐나다, 호주, 

벨기에, 핀란드, 랑

스, 룩셈부르크,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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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오는 질환

마. 증인 당뇨병(식

당 140 이상)  

증의 사질환(통

풍 등)

비 증

다. 재 치료를 받고 있

지 않거나 업무수행

에 지장을 주는 동반

질환이 합병되어 있

는 애디슨씨병

라. 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한 약물(호

르몬)치료를 받고 있

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  압박

에 의한 비가역 인 

뇌신경장애 는 뇌

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한 지장을 주는 당뇨

병성 는 사질환

성 합병증

다. 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

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

씨병

라. 재 뇌하수체 기능장

애에 한 약물(호르

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

의 기계  압박에 의한 

비가역 인 뇌신경장애 

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을 주는 당뇨병성 

는 사질환성 합병증

덴, 폴란드

10. 

액 

는 

조  

계통

가. 우병

나. 소  감소성 자반

병

다. 증의 재생불능성 

빈

라. 용 성 빈 (용 성 

황달)

가. 고도의 빈 이 없을 것

나. 한 국소  혹은 신

 임 선 종 와 액질

환이 없을 것

다. 출 성 경향을 갖는 질환

이 없을 것

라. 한 비종이 없을 것

가. 소방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치료

하기 곤란한 우병

나. 소  감소성 자반

병

다. 증 재생불능성 빈

가.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

란한 우병

나. 소  감소성 자반병

다. 증 재생불능성 빈

라. 증 용 성 빈 (용

성 황달)

가. 액검사 : 폴란드 

   조 검사 : 헝가리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해외 사례 없음

라. 해외 사례 없음

마. 해외 사례 없음

바. 해외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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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성 구 과다증

바. 백 병

라. 증 용 성 빈 (용

성 황달)

마. 진성 구 과다증

바. 백 병

마. 진성 구 과다증

바. 백 병

11. 

신경 

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

아있거나 걷지 못하

는 자

나. 뇌염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의 말 신경

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척추종양, 뇌기

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신성․ 증 근무력

증  신경근 합부 

가. 간질성 질환이나 원인불명

의 의식장애, 경련·발작 

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

을 것

나. 한 두부외상의 기왕력 

는 두부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추신경계통의 한 장

애 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라. 한 말 신경계통 는 

자율신경계통의 장애가 없

을 것

가. 뇌졸 등 뇌 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후

유증

나. 추신경계 염증성질

환에 의한 업무수행

에 한 지장이 있

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수조성 질

환(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

화증)

라. 뇌  척수종양

마. 소방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외상

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말
신경질환

가. 뇌졸  등 뇌 질환

에 의한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후유

증

나. 추신경계 염증성 질

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후

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

환  탈수조성 질환

(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

질환

바.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말 신경질

환

사. 신성‧ 증 근무력증 

가. 신경계 검사 : 벨기에, 

랑스, 룩셈부르크, 헝

가리, 캐나다, 호주

나. 해외 사례 없음

다. 해외 사례 없음

라. 호주, 랑스, 캐나다

마. 해외 사례 없음

바. 해외 사례 없음

사. 해외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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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사. 유 성  후천성 만

성근육질환

사. 신성· 증 근무력
증  신경근 합부 
질환

아. 유 성  후천성 만
성근육질환

 신경근 합부 질환

아. 유 성  후천성 만성

근육질환

12. 

사 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 질환 

는 기형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에 

한한다)

가.  는 의 심한 기형, 변

형이나 결손 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근육·건·신경 는 에 

한 질환이나 외상 는 이

들의 후유증에 의한 한 운

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다. 척추에 한 질환·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는 변형이 

없을 것

라. 척추장애 는 척추의 질환이

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

능장애가 없을 것

마. 습 성  탈구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

애가 없을 것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

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한 

지장이 있는 골·  

질환자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골·  질

환자

가. 해외 사례 없음

나.  : 헝가리 

   근육과  : 호주, 캐나

다

다. 해외 사례 없음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가. 소음이 35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각 귀에 하여 매

 500, 1,000  2,000헤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

두 40dB이상인 자

청력: 미국, 캐나다, 국, 

호주, 덴마크, 핀란드, 랑

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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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츠의 각 주 수에서 35

데시벨 이하의 음을, 3,000

헤르츠의 주 수에서 50데

시벨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을 것

나. 가목의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소음이 50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후방 2미터 거리

에서 발성되는 통상 강도

의 화음을 두 귀로 올

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2) 한쪽 귀의 어음명료도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란드, 스웨덴, 스 스, 폴란

드, 헝가리

랑스

1. 최 검사 : 1, 2, 4KHz

에서 각각 1회를 검사한 

평균이 두 귀 모두 20dB

이상(보청기 사용불가)

2. 정기검사 : 0.5KHz에

서 2회, 1KHz에서 4회, 

2KHz에서 3회, 4KHz에

서 1회를 검사한 평균이 

한 귀만 40dB이상

벨기에

두 귀의 청력이 500, 

1000, 2000Hz에서 20dB 

이상; 3000Hz에서 30dB

이상; 4000Hz에서 40dB

이상

핀란드

500, 1000, 2000Hz에서 

20dB 이상; 3000, 4000Hz

에서 60d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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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두 귀의 쳥력이 500, 1000, 
2000Hz에서 20dB 이상; 
3000Hz에서 40dB이상

독일

두 귀의 청력이 운 업무

종사자는 5미터에서, 운

업무종사자가 아닌 종사

자는 2 ~ 3미터에서 속삭

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룩셈부르크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에

서 속삭이는 소리를, 5미

터에서 일상 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네덜란드

1 ~ 2KHz에서 두 귀의 

청력의 합이 140dB이상

 14. 

가.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

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가. 안구 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질환과 수술  상해로 인

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두 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의 시야 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

가. 두 의 교정시력이 모

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의 시야 착이 모

두 1/3이상인 경우

가. 시력 : 일본, 오스트리

아, 벨기에, 덴마크, 

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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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해외사례

1.0 이상이고 타안교

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

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안

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간 투 체·안  는 시

로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래할 질환이 없을 것

라.  굴 상태에 향을 주

는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시 지장을 

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우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

력유지에 이 되

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

구운동장애  안구

진탕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

환

라. 심시야 20이내의 복

시를 가져오는 안구운

동장애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한 지

장이 있는 색각이상

일본 

1. 각 의 시력이 1.0 이
상 는 교정 안경(근
시는 8.0 디옵터 이하
의 굴 도인 것, 원시
는 3.0 디옵터 이하의 
굴 도인 것에 한한다)
에 의해 1.0 이상으로 
교정할 수 있을 것.

2. 정상 인 양  시력 
기능을 가질 것.

3. 정상 인 시야를 가질 
것.

4. 색각(色覺)이 정상 일 
것.

리, 스웨덴

호주 

1. 시력

2. 색 구분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다만, (2)의 기 은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한  이하의 상용안경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 하는 

동시에 비의 안경을 휴

할 것을 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자에 

한한다.

 (1)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

고 1.0이상의 원거리 시

력이 있을 것

색신: 불꽃 등의 색깔 구

별 등에 지장을 래하는 

색맹 는 색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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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

고 0.1이상의 원거리 시

력이 있고, 각 즈의 굴

도가 ±6디옵터를 과

하지 아니하는 범 의 상

용안경에 의하여 1.0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나. 교정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

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

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

센티미터 시력용)의 0.5이

상의 시표를 독할 수 있

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80센

티미터 범  내에 N14 도

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이상의 시표를 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

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비의 근거리 교정안경

을 휴 하여야 한다.

 (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

랑스

1. 최 검사

1) 운 업무종사자

① 나안시력

 두 합계 1.2, 한쪽 최소 

0.5

② 교정시력

 두 합계 1.7, 한쪽 최소 

0.7 

③ 반드시 교정해야 할 

경우

 원시 : 4 디옵터 이상

 근시 : 8 디옵터 이상

 난시 : 2 디옵터 이상

2)운 업무종사자 이외 

안  종사자

독일

1.운 업무종사자 : 

나안시력0 .7디옵터, 

교정시력 1.0디옵터

2.운 업무종사자외 

안 종사자 : 나안시력 

0.5디옵터, 교정시력 

1.0디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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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는 매뉴얼을 

보기 하여 2  혹은 다

 즈를 사용하여 안

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

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

어야 한다. 

다. 정상 인 양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 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

의 떨림이 없을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① 나안시력

 두 합계 1.0, 한쪽 최소 

0.5

② 교정시력

 두 합계 1.6, 한쪽 최소 

0.6

③ 반드시 교정해야 할 

경우

 원시 : 4 디옵터 이상

 근시 : 8 디옵터 이상

 난시 : 2 디옵터 이상

2. 정기검사

1) 운 업무종사자

   < 합격 기 >

① 나안시력

 두 합계 0.9, 한쪽 최소 

0.3

② 교정시력

 두 합계 1.1, 한쪽 최소 

0.4 

   < 불합격 기 >

① 나안시력

 두 합계 0.8, 한쪽 최소 

0.3

② 교정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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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합계 0.9, 한쪽 최소 

0.3

③ 반드시 교정해야 할 

경우

 원시 : 5 디옵터 이상

 근시 : 8 디옵터 이상

 난시 : 2 디옵터 이상

2)운 업무종사자 외 안

 종사자

① 나안시력, 교정시력

 두 합계 0.7, 한쪽 최소 

0.2

③ 반드시 교정해야 할 

경우

 원시 : 5 디옵터 이상

 근시 : 8 디옵터 이상

 난시 : 2 디옵터 이상

벨기에

1. 운 업무종사자 : 두 

의 교정시력이 0.7 이하

인 자; 어둑어둑할 때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2. 운 업무종사자가 아닌 

종사자 : 교정시력이 0.8 

는 나안시력이 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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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

룩셈부르크

1. 최 검사

 1)운 업무종사자

   시력 1.0+0.7

   나안시력0.7+0.5

   교정시력1.0+0.7

 2)운 업무종사자 외 안

종사자

   시력 0.5+0.5

   나안시력0.3+0.2

   교정시력0.5+0.5

2. 정기검사

 1)운 업무종사자

   시력 0.7+0.5

네덜란드

1. 운 업무종사자 : 두 

의 교정시력이 1.0 이하

이고 편안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2. 운 업무종사자가 아닌 

종사자 : 두 의 교정시

력이 0.8 이하이고 편안교

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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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시력0.5+0.3

   교정시력0.7+0.5

 2)운 업무종사자 외 안

종사자

   나안 는 교정시력 

0.5+0.3

헝가리 

1. 운 업무종사자 : 편안

나안시력이 1.0 이하이고 

타안나안시력이 0.7 이하

인 자

2. 운 업무종사자가 아닌 

종사자 : 편안교정시력이 

1.0 이하이고 타안교정시

력이 0.7 이하인 자

스웨덴

1. 운 업무종사자 : 두 

의 나안시력이 1.0 이하

이고 편안나안시력이 0.5 

이하인 자

2. 운 업무종사자가 아닌 

종사자 : 두 의 나안시

력이 0.8 이하이고 편안나

안시력이 0.3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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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야 착 : 캐나다, 호

주, 헝가리

다. 안구질환 : 캐나다, 

랑스, 호주

라. 안구진탕 : 호주

마. 색각 : 호주, 국, 캐

나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15. 

정신계

통

가.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로 정신지

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로 성격  

행동장애

다.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마  약물, 

알콜 독자 등

마. 간질환자

가. 기질  정신장애가 없을 

것

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

신 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의존 는 알콜 독이 

없을 것

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

성 는 망상장애가 없을 

것

마. 정동장애가 없을 것

바. 신경증, 스트 스 련성 

는 신체성 장애가 없을 

것

사. 생리  장애 는 육체  

요인이 동반된 행동증후군

가.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의 성격  

행동장애

다.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 독  기타 약

물의 만성 독자

마. 업무에 응할 수 없

을 정도의 간질

가.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행동장

애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 독  기타 약물

의 만성 독자

마.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가. 정신 지체 : 호주, 캐나

다, 오스트리아, 룩셈부

르크, 스페인, 노르웨

이, 헝가리

나. 행동장애 : 호주, 캐나

다

다. 정신 장애 : 국, 호

주, 캐나다, 벨기에, 핀

란드 

라. 약물 : 미국, 국, 호

주, 캐나다, 오스트리

아, 벨기에, 핀란드, 

랑스 

마. 간질: 호주, 캐나다, 벨

기에, 덴마크, 랑스,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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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을 것

아. 인격장애 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자. 정신지체가 없을 것

차. 정신발달장애가 없을 것

카. 유년기 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행동장애 는 정

서장애가 없을 것

타. 그 밖에 다른 정신장애가 

없을 것

   발작 : 국, 호주, 캐나

다

기타
흉 : 신장의 2분의 1 미

만인 자

수면 장애 검사 : 캐나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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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TX 기장 운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출무 시각, 공간이동, 기록 -27) ○○ ○ ○ ○ ○○ ○○
○○
○ ○○ ○ ○○

2 동력차로 이동 공간이동 - ○ ○ ○ ○ ○ ○ ○ ○ ○

3 출발  차량 검
시각, 의사소통, 조작, 

공간이동
- ○

○○
○ ○ ○ ○ ○

○○
○ ○○

○○
○○ ○○ ○ ○

○○
○○

4 출발
색각, 청각, 시각, 조작, 

의사소통
- ○

○○
○ ○ ○○ ○

○○
○○ ○ ○○ ○○

○○
○○

5 가속 조작, 시각 - ○ ○ ○○ ○ ○○ ○ ○ ○○

6 감속 조작 - ○ ○ ○ ○ ○ ○

7 기존선 연구간 통과 청각, 시각, 조작 - ○○ ○ ○○ ○ ○○ ○ ○ ○ ○○
○

8 고속선 연구간 통과 청각, 시각 - ○ ○ ○ ○ ○ ○ ○○

9 기존선→고속선 진입 시각, 조작, 색각, 청각 - ○○ ○ ○○ ○
○○
○ ○ ○ ○○

○○
○

[부록 2.5-3]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관계 분석표

1. 운 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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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TX 기장 운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0 고속선→기존선 진입 시각, 조작, 색각, 청각 -28) ○○ ○ ○○ ○
○○
○ ○ ○ ○○

○○
○

11 도 역 정차 청각, 시각, 조작, 기록 - ○○
○ ○ ○○ ○ ○○

○ ○○ ○ ○ ○○
○

12 종착역 정차 시각, 조작, 기록 - ○○ ○ ○ ○○ ○ ○○
○

○○ ○ ○○

13 차량 인계  도착 보고
기록, 공간이동, 

의사소통, 시각, 조작
- ○ ○○

○○ ○ ○ ○ ○ ○○
○ ○○

○○
○○
○

○○
○ ○ ○ ○○

○○

14 부수입환
의사소통, 조작, 시각,  

공간이동
- ○ ○○

○ ○ ○ ○ ○ ○○
○ ○○ ○○

○○ ○○ ○ ○ ○○
○○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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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반열차 제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단선구간의 교행 장소 변

경
시각, 색각, 조작, 의사소통 -29) ○ ○○ ○ ○○ ○ ○○

○○ ○ ○ ○○ ○○
○

2 복선구간의 교차 시각, 색각, 조작, 의사소통 - ○ ○○ ○ ○○ ○ ○○
○○

○ ○ ○○ ○○
○

3 피  피변경 시각, 색각, 의사소통 - ○ ○ ○ ○ ○○
○ ○ ○○ ○○

4 운  순서 변경 시각, 색각, 의사소통 - ○ ○ ○ ○
○○
○ ○ ○○ ○○

5 가속/감속 운 시각, 색각, 의사소통 - ○ ○ ○ ○ ○○
○ ○ ○○ ○○

6
화물(장비/시운 /회송)열

차, 단행기 차 착발
시각, 의사소통, 조작 - ○ ○○ ○ ○○ ○ ○○

○ ○ ○ ○ ○○
○

7 타   특발 시각, 의사소통 - ○ ○ ○ ○ ○○ ○ ○ ○○

8 착발선 변경 의사소통, 색각, 시각 - ○ ○ ○ ○ ○○
○

○ ○○ ○○

9 입･출고  시발열차 조작, 색각,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 ○○

○○
○

10 편성변경
의사소통, 기록, 공간이동, 

시각
- ○ ○○

○ ○ ○ ○ ○○ ○○ ○○
○○ ○○ ○ ○ ○○

○

2. 제업무종사자의 직무와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가. 일반열차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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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반열차 제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1 선로지장작업
시각, 기록, 공간이동, 

의사소통, 색각
-30) ○

○○
○ ○ ○ ○ ○○ ○○

○○
○○
○

○○ ○ ○○
○○
○

12 귀빈열차운용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13
열차다이어 기록 (열차보

고)
조작, 기록, 의사소통 - ○ ○○

○ ○ ○ ○○
○ ○○ ○ ○○

14 스  입력 조작, 공간이동, 시각 - ○○ ○ ○ ○ ○ ○○
○

○○ ○○
○

○○ ○ ○○
○

15 열차다이어 수정  출력 조작, 공간이동 - ○○ ○ ○ ○ ○ ○○ ○ ○○ ○○ ○○

16 인계인수 의사소통, 기록, 시각 - ○ ○○ ○ ○
○○
○ ○ ○ ○ ○○

17 KROIS  IRIS 조작,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 ○ ○○

○

18 민원 의사소통, 기록 - ○ ○○ ○○ ○ ○ ○

19 사상사고 의사소통, 시각, 조작, 기록 - ○ ○○
○

○ ○○ ○ ○○
○○

○○ ○ ○ ○○
○

20 건 목 사고 의사소통, 시각, 조작, 기록 - ○
○○
○ ○ ○○ ○

○○
○○ ○○ ○ ○

○○
○

21 차량 장애 의사소통, 기록, 조작, 시각 - ○ ○○
○ ○ ○○ ○ ○○

○○ ○○ ○ ○ ○○
○

22 선로 장애 의사소통, 시각, 조작 - ○ ○○ ○ ○○ ○ ○○
○

○ ○ ○ ○○
○

23 신호 장애 의사소통, 기록 - ○ ○○ ○○ ○ ○ ○

24 차량/열차 탈선 의사소통, 조작, 기록, 시각 - ○
○○
○ ○ ○○ ○

○○
○○ ○○ ○ ○

○○
○

25  장애 의사소통, 조작, 시각, 기록 - ○ ○○
○ ○ ○○ ○ ○○

○○ ○○ ○ ○ ○○
○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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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열차 제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입･출고  시발(주박) 
열차

조작, 의사소통, 기록, 

시각
-31) ○ ○○

○ ○ ○○ ○ ○○
○○ ○○ ○ ○ ○○

○

2 열차번호 확인  변경
시각, 의사소통, 조작, 

기록
- ○ ○○

○ ○ ○○ ○ ○○
○○ ○○ ○ ○ ○○

○

3 선도 제 조작,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 ○ ○○

○

4 열차 간격조정 시각, 의사소통 - ○ ○ ○ ○ ○○ ○ ○ ○○

5 운행순서 변경시 
인 선에 연락 의사소통, 시각, 색각 - ○ ○ ○ ○ ○○

○
○ ○○ ○○

6 속
의사소통, 시각, 조작, 

기록
- ○

○○
○ ○ ○○ ○

○○
○○ ○○ ○ ○

○○
○

7 임시 동열차
조작, 기록, 공간이동,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 ○○

○○
○○
○

○○
○ ○ ○

○○
○○

8 운 취  취약역 감시
시각, 공간이동, 

의사소통
- ○ ○○ ○ ○ ○ ○○ ○○

○○
○ ○ ○ ○

○○
○

9 동열차 지연 수보  
입력 기록, 의사소통, 조작 - ○ ○○

○ ○ ○ ○○
○ ○○ ○ ○○

10 열차다이어 기록 기록 - ○ ○ ○

11 민원 의사소통, 기록 - ○ ○○ ○○ ○ ○ ○

나. 동열차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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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열차 제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2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동작

시각, 색각, 의사소통, 

기록
-32) ○ ○○ ○ ○ ○○

○○ ○ ○ ○○ ○○

13 선로지장작업
조작, 기록,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 ○ ○ ○○

○

14 일반상황시 기운용 의사소통, 시각, 기록 - ○ ○○ ○ ○ ○○
○ ○ ○ ○ ○○

15 사고 발생시 기운용 의사소통, 시각, 기록 - ○ ○○ ○ ○
○○
○ ○ ○ ○ ○○

16 사상사고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17 차량 장애 의사소통, 시각, 기록 - ○ ○○ ○ ○
○○
○ ○ ○ ○ ○○

18 기교체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19 신호보안장치 장애 시각, 의사소통, 기록 - ○ ○○ ○ ○
○○
○ ○ ○ ○ ○○

20 장애 의사소통, 시각 - ○ ○ ○ ○ ○○ ○ ○ ○○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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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열차운용원 직무

직무 수행시

필요한

신체기능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 입환
의사소통, 조작, 기록, 

시각, 청각
-33) ○ ○○

○○
○ ○ ○○ ○ ○○

○○
○○ ○○ ○ ○○

○○

2 입환(보조업무)
공간이동, 의사소통, 

시각, 조작
- ○ ○○

○
○ ○ ○ ○ ○○

○
○○ ○○

○○
○○ ○ ○ ○○

○○

3 통과열차 취
의사소통, 기록, 시각, 

조작
- ○ ○○

○
○ ○○ ○ ○○

○○
○○ ○ ○ ○○

○

4 정차열차 취
의사소통, 기록, 시각, 

청각, 조작
- ○ ○○

○○
○ ○○ ○ ○○

○○
○○ ○○ ○ ○○

○○

5
임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의사소통, 기록, 시각, 

색각, 청각, 조작
- ○ ○○

○○
○ ○○ ○

○○
○○
○

○○ ○○ ○○ ○○
○○

6
정규 피열차 피 

후 통과열차 취

의사소통, 기록, 시각, 

색각, 청각, 조작
- ○ ○○

○○
○ ○○ ○

○○
○○
○

○○ ○○ ○○ ○○
○○

7 선로차단공사 조작, 의사소통, 기록 - ○ ○○
○

○ ○ ○○
○

○○ ○ ○○

8 인수인계 시각, 기록 - ○ ○ ○ ○○ ○ ○ ○

9 검 공간이동, 기록 - ○○ ○ ○ ○ ○ ○ ○○ ○○ ○

10 행정 기록, 조작, 공간이동 - ○○
○ ○ ○ ○ ○ ○○ ○ ○○

○
○○
○ ○○

3. 열차운용원의 직무와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 성

(① 일반결함, ② 비․구강․인후계통, ③ 치아계통, ④ 피부질환, ⑤ 흉부질환, ⑥ 순환기계통, ⑦ 소화기계통, 

⑧ 생식 는 비뇨기계통, ⑨ 내분비계통, ⑩ 액 는 조 계통, ⑪ 신경계통, ⑫ 사지, ⑬ 귀, ⑭ , ⑮ 정신계통)

- : 질환은 직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기능 결여이므로 직무분석으로는 “일반결함”과의 연관성이 도출되지 않음

○ : 질환의 증상에 따라 영향 받는 신체기능, “○” 표시가 많을수록 직무분석과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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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4] 관제업무종사자 설문조사

1. 일반결함 ～ 8.  생식 는 비뇨기 계통

범례 :  1(일반결함), 2(비⋅구강⋅ 인후계통), 3(치아계통), 4(피부질환), 5(흉부질환), 6(순환기계통), 7(소화기계통), 8(생식 는 비뇨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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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분비 계통 ～ 15. 정신계통

범례 :  9(내분비계통), 10( 액 는 조 계통), 11(신경계통), 12(사지), 13(귀), 14( ), 15(정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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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5] 가정의학과 의료전문가 설문조사

1. 일반결함 ～ 8.  생식 는 비뇨기 계통

범례 : 개선안 삭제(X), 통합 는 복으로 인한 삭제(◇), 행 유지(O), 추가(+), 수정(△) 

      1(일반결함), 2(비⋅구강⋅ 인후계통), 3(치아계통), 4(피부질환), 5(흉부질환), 6(순환기계통), 7(소화기계통), 8(생식 는 비뇨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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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분비 계통 ～ 15. 정신계통

범례 : 개선안 삭제(X), 통합 는 복으로 인한 삭제(◇), 행 유지(O), 추가(+), 수정(△) 

      9(내분비계통), 10( 액 는 조 계통), 11(신경계통), 12(사지), 13(귀), 14( ), 15(정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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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6]  설문관련 질환명 약식표기

1. 일반결함

1-가. 신체 각 장기  각 부 의 악성 종양

1-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사상충병

1-다. 증인 고 압증(수축기 압 180mmHg 이상, 확장기 압 110mmHg 이상

인 자)

1-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염병

2. 비‧구강‧인후계통

2-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

형  기능장애

2-나. 정상 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착

3. 치아계통

3-가. 만성 인 턱 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손상으로 30 리미터 이

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3-나. 턱 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3-다(진구성 복잡 악골  상태

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3-라. 음성기   음식물을 씹는 기 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5-가. 활동성 결핵증

5-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5-다.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5-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5-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6-가. 심부 증

6-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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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 심한 방실 도장애

6-라. 심한 동맥류

6-마. 유착성 심낭염

6-바. 폐성심

6-사. 확진된 상동맥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7-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종

7-나.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증 

7-다. 거 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는 비뇨기계통

8-가. 만성신장염

8-나. 증 요실

8-다. 만성신우염

8-라. 고도의 수신증 는 농신증

8-마. 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핵

8-바. 고도의 요도 착

8-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요 결석

8-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계통

9-가. 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9-나. 거인증 는 말단비 증

9-다. 애디슨씨병

9-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9-마. 증인 당뇨병(식 당 140 이상)  증의 사질환(통풍 등)

10. 액 는 조 계통

10-가. 우병

10-나. 소  감소성 자반병

10-다. 증의 재생불능성 빈

10-라. 용 성 빈 (용 성 황달)

10-마. 진성 구 과다증

10-바. 백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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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경계통

11-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11-나. 뇌염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1-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 신경질환

11-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는 신체증상)

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1-마. 뇌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11-바. 신성‧ 증 근무력증  신경근 합부 질환

11-사. 유 성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아.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수조성 질환(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12. 사지

12-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12-나. 난치의 , 질환 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12-다. 한쪽 팔 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14-가.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

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14-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14-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14-라. 안구 운동장애  안구진탕

14-마.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15. 정신계통

15-가.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15-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행동장애

15-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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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라. 마약, 마  약물, 알콜 독자 등

15-마. 간질환자

15-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과 같은 수면장애

15-사. 공항장애



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1. 

일반

결함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 의 악성 

종양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악성종양(암)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 발견시 완치가 가능하고 

기 증상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악성 종양들도 있으

나, 진행된 악성종양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사

상충병 

나. <삭 제> 나.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지난 2000년  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후진국형 기생충질환

인 사상충증이 한국에서 퇴치되었음을 제5차 GAELF 국제회의

에서 선언(‘08.4.2)하 으며, 2001년 이후 발병사례가 없음

따라서 철도안 업무수행에 지장을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다. 증인 고 압증

(수축기 압 

180mmHg 이상, 

확장기 압 

110mmHg 이상

인 자)

다. ( 행과 같음) 다. 조 되지 않는 증

인 고 압증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고 압은 여러가지 합병증(뇌졸 , 심부 , 심증, 성심근경색

증 등의 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나, 약물치료 등으로 조

되는 경우 정상 인 활동이 가능함.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국내 유사입

법사례와 국외 철도 사례의 기  수치가 조 씩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규정하는 것보다 항공사례와 같이 “조 되지 않는” 표

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하고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

토록 함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

지 아니한 법정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

지 아니한 법정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철도안 업무종사자의 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동료 직

[부록 2.5-7] 안전업무종사자 신체검사 항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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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법정 염병 염병  직

⋅호흡기등을 통하

여 가 가능한 

염병

염병  직

⋅호흡기등을 통하

여 가 가능한 

염병

원  승객들에게 염되어 철도 반에 지장을 주고 국민보건에 

향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내용을 수정

2. 

비‧구

강‧인

후계

통

가. 말을 하지 못하

는 자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

는 언어장애 는 호

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

의 변형  기능장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

형  기능장애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말을 못하는 자는 물론 언어장애자 는 호홉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 장애로 안 상 정상 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래할 

수 있음

나. 정상 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착

나. <삭 제> 나.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식도 착은 개선안 비‧구강‧인후계통의 “가”항과의 복성이 있

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3. 

치아

계통

가. 만성 인 턱

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손상으로 30

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가. <삭 제> 가.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개선안 비‧구강‧인후계통의 “가”항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

함이 타당함.

나. 턱 이 탈골되

어 맞추기가 곤란

하게 된 자

나. <삭 제> 나.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개선안 비‧구강‧인후계통의 “가”항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

함이 타당함.

다. 진구성 복잡 악골

 상태가 회복될 

다. <삭 제> 다.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개선안 비‧구강‧인후계통의 “가”항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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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가능성이 없는 자 함이 타당함.

라. 음성기   음

식물을 씹는 기

의 기능을 잃

은 자

라. <삭 제> 라.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개선안 비‧구강‧인후계통의 “가”항과의 복성이 있으므로 삭제

함이 타당함.

4.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

될 험성이 있는 만

성피부질환자  한

센병환자

( 행과 같음)  <삭 제>  의학의 발달로 타인에게 감염시킬 만한 만성피부질환은 없는 것

으로 보이며, 발생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단됨.

 철도업무수행 특성상 종사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삭제

5. 

흉부

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가. <삭 제> 가.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개정안 “다”의 폐질환에 포함하여 동 항목은 삭제하고,  세계 

각국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폐질환에 

포함하여 존치

나. 삼출성 늑막염으

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성  만

성 늑막질환

나.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는 치료  리가 가능

하므로 삭제

다.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

염, 증 기 지

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

환

다.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

염, 증 기 지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만성천식증, 만성기

지염, 기 지 확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활동성 폐결핵을 폐질환 항목에 포함하여 행기 을 

유지하고, 폐기종․활동성 폐진균 질환은 비결핵성 폐질환에 포함되므

로 삭제 

  정기검사에서는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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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확장증 장증

라. 호흡기능의 장애

를 가져오는 정

도의 만성 유착

성 늑막염

라. <삭 제> 라.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개선안 “나.” 의 성  만성 늑막질환에 포함되므로 삭제

마. 만성폐쇄성 폐질

환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질환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호흡곤란의 증상이 여

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6. 

순환

기계

통

가. 심부 증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 증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갑작스런 호흡곤란, 집 력 소실, 신 인 무력감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나. 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

상) 는 기질성 

부정맥

나 .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해외철도 입법 사례가 있음.

기질성 부정맥은 각종 심장질환, 특히 허 성 심질환, 막성 

심질환  심근병증 등에서도 나타나며, 증상으로는 기  는 

능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수 있으므로 최 , 정기 검사시 

행과 같이 유지함.

다. 심한 방실 도장

애

다. ( 행과 같음)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

도장애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심할 경우 호흡곤란, 기증,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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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라. 심한 동맥류 라. ( 행과 같음)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두통, 쇠약감,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

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마. 유착성 심낭염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유착성 심낭염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신쇠약,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바. 폐성심 바. ( 행과 같음)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호흡곤란, 기침, 담(痰), 안면부종, 간종  등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사. 확진된 상동맥

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사. ( 행과 같음) 사. 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상동맥

질환( 심증  심근

경색증)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쇼크 상태가 되는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심증, 심발

작,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7. 

소화

기계

통

가. 빈 증 등의 질

환과 계있는 

비장종

가. ( 행과 같음) 가.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나. 만성 활동성 간

염 는 간경변

증

나. 간경변증 는 업

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는 간경변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간경변증의 경우는 복수나 식도정맥류 출   계산 능력이나 

단능력이 떨어지는 간성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며,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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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염
증

활동성 간염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에 하여 의사가 

단토록 함.

다. 거 결장, 게실

염, 회장염, 궤양

성 장염으로 난

치인 경우

다. ( 행과 같음) 다.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8. 

생식 

는 

비뇨

기계

통

가. 만성신장염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신장염

만성신장염은 뇨,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약물로 

조 이 가능하나 만일 만성신부 으로 진행된 경우 부분 신

장의 기능이 1/5이하로 떨어진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발견시 

완치가 어렵고 빈 과 고 압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나. 증 요실 나. ( 행과 같음) 나.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수술 인 방법으로 90%이상 치유가 가능하고 패드 

등의 보조도구 사용 가능.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 만성신우염 다. ( 행과 같음) 다. <삭 제> 만성신우염 자체 질환으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과학  근

거가 미약하므로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

는 치료  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라. 고도의 수신증 

는 농신증

라. ( 행과 같음) 라. <삭 제> 최 검사는 행 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

가 가능하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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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마. 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

핵

마. ( 행과 같음) 마.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폐결핵으로부터 액을 통해 신장으로 침입해서 발

병되는 질환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

가 가능하므로 삭제

바. 고도의 요도 착 바. ( 행과 같음) 바. <삭 제> 이 질환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고,  유사 입법사례가 없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

가 가능하므로 삭제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요 결석

사. ( 행과 같음) 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

성 신결석  요

결석

이 질환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고 성 통증이 있을 수 있으

나 안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정도이고 부분의 성 통증은 24

시간 내에 사라지며 약물 치료가 가능함.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아. ( 행과 같음) 아.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

가 가능하므로 삭제.

9. 

내분

비계

통

가. 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가. ( 행과 같음) 가. <삭 제>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리

가 가능하므로 “가 ~ 라”항은 삭제하고 당뇨병 등은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나. 거인증 는 말

단비 증

나. ( 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애디슨씨병 다. ( 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그 밖의 쿠싱씨

병후근 등 뇌하

라. ( 행과 같음) 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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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증인 당뇨병(식

당 140 이상) 

 증의 사

질환(통풍 등)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

비 질환, 사질환

(통풍 등)

10. 

액 

는 

조

계통 

가. 우병 가. ( 행과 같음)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우병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나. 소  감소성 

자반병

나. ( 행과 같음)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소  감소성 

자반병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코, 잇몸, 요로 따 에서 출  발생이 쉽고, 심해지면 

, 장 등의 소화 으로부터의 출 , 두개골 내출  등의 증상

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다. 증의 재생불능

성 빈

다. ( 행과 같음)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성 

빈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의 증으로서는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

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라. 용 성 빈 (용

성 황달)

라. ( 행과 같음)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 성 빈

(용 성 황달)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불규칙한 심박동,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

상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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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마. 진성 구 과다

증

마. ( 행과 같음)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 구 

과다증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두통, 어지러움, 발한, 시력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켜, 

인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바. 백 병 바. ( 행과 같음)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 병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빈 , 신 쇠약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 인

간의 신체기능에 향을 .

최 검사는 행기 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11. 

신경

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

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가. ( 행과 같음) 가.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이상으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걷지 못

하면 철도안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최 , 정기검사 행기 을 유지

나. 뇌염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의한 업무수

행에 지장이 있는 후

유증

나. 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의한 업무수

행에 지장이 있는 후

유증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은 침범하는 추신경계의 부 에 따라 

운동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사고장애, 감각이상, 심시야 장

애, 시각감퇴, 색감의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

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 신경질환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말 신경질환은 운동마비, 감각장애, 자율신경기능장애, 진행성

근 축증, 소아마비(척수회백수염), 근 축성측색경화증, 증근

무력증, 근무력증후군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행 존치.

라. 두개골이상, 뇌이 라. ( 행과 같음) 라.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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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상 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

유증(신경 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경우

이 질환은 상하지의 편측에 운동장애, 반신 운동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마. 뇌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마. ( 행과 같음) 마.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반신마비, 시야 착, 시야결손, 언어장애, 복시(사물이 

이 으로 보이는) 상, 호르몬 분비 이상, 지속 인 두통, 구역질, 

구토,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 업무 수행을 곤란

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바. 신성‧ 증 근

무력증  신경

근 합부 질환

바. ( 행과 같음) 바.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복시 상, 꺼풀이 처지는 증세, 호흡이 힘들 정도

의 횡경막 근육의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 업무 수행

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사. 유 성  후천

성 만성근육질환

사. ( 행과 같음) 사.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근육마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 업

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신설) 아. 만성 진행성·퇴행

성 질환  탈수
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팔다리가 뻣뻣해지며 어지러움증, 운동마비, 언어장

애, 의식장애, 사고장애, 시각장애 등을 일이 킬 수 있으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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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조성 질환(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경

화증)

퇴행성 질환  탈

수조성 질환(유

성 무도병, 근 축

성 측색경화증, 보

행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환  퇴행성질환(알츠하이머병, 킨스

병  등)과 성 치매(뇌경색, 뇌출 , 뇌졸 )가 75%를 차지

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40  치매환자는 2007년 1,242

명에 달함.

따라서 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함이 타당함.

12. 

사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가.  ( 행과 같음) 가.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항목은 인간의 신체기능(조작  기록)에 향을 주어 철도

안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나. 난치의 , 

질환 는 기형

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나.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항목은 인간의 신체기능(공간이동, 조작  기록)에 향을 

주어 철도안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다. 한쪽 팔 는 한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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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에 한한다)

이 항목은 인간의 신체기능(공간이동, 조작  기록)에 향을 

주어 철도안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자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

두 40dB 이상인 자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여러 주 수 에서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재 주 수 의 기 이 없어서 철도신체검사 지정병원마다 

용 주 수 가 다르므로 검사방법을 구체화 함.

14. 가. 두 의 교정시

력  어느 한쪽

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

력이 1.0 이상이

고 타안교정시력

이 0.5 이상인 자

를 제외한다.

가. 두 의 나안 시

력  어느 한쪽

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 자 (다

만, 한쪽 의 시

력이 0.7이상이고 

다른쪽 의 시력

이 0.3이상인 자는 

가. 두 의 나안 시력 

 어느 한쪽의 시

력이라도 0.5이하

인 자 (다만, 한쪽 

의 시력이 0.7이

상이고 다른쪽 

의 시력이 0.3이상

인 자는 제외) 는 

교정을 하지 않은 나안의 기 이 없어 지정병원등에서의 혼란

으로 나안의 불합격기 을 추가(종 의 철도청 기 과 동일하게 

하여 시력의 기 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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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제외) 는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

만, 한쪽 의 교

정시력이 1.0 이

상이고 다른쪽 

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

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한쪽 

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쪽 

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나.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질환은 시야의 좌우, 상하의 범 가 좁아지는 증상을 일으

켜, 철도안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다. 안구  그 부속

기의 기질성, 활

동성, 진행성 질

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기

능장애가 되는 

질환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시력 기능장애는 철도안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항목으

로 행 존치.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라. 안구 운동장애 라.  ( 행과 같음) 라.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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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안구진탕 이 질환은 한곳을 주시하기가 힘들고 부분 시력 하를 일으

켜, 철도안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마.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마.  ( 행과 같음) 마.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색각이란 색맹과 색약을 아우르는 질환으로, 색채 구별이 안 되

는 색맹인 경우와 색체구분에 장애를 겪는 색약의 경우, 신호기 

 조작 패  등의 색채를 확인해야 하는 안 업무수행에 지장

을 래할 수 있음.색의 지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포  용어임.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함.

15. 

정신

계통

가.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

함 등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정신지체자는 지 능력이 불완 하여 사회 , 행동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지능결함은 정신지체와 복되므로 삭제

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행동장

애

나. ( 행과 같음) 나.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이 항목은 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사회 , 행동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철도안 업무 수행에 곤란.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다. ( 행과 같음) 다.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정신장애자는 사물을 변별(辨別)할 능력이나 의사(意思)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철도안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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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 법 시행규칙
개선안

 사  유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행 곤란.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라. 마약, 마  약

물, 알콜 독자 

등

라. ( 행과 같음) 라. ( 행과 같음)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약물 독은 신체  변화는 물론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변화

시켜 돌발행동을 일으키게 하므로 안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한 이 질환은 정신질환으로 발 할 확률이 높음.

따라서 철도안 업무와 긴 한 계가 있으므로 유지함이 타당

함.

마. 간질환자 마. 간질 마. 간질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

발작 시 압 상승,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되고, 발작 후에 두통, 

근육통, 구역질, 피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킴. 측두엽 간질의 경

우 환청, 환시, 언어 장애, 사고 장애, 인식 장애, 감정 장애 등

의 증상을 일으켜 안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음.

간염 는 간경변 등 간질환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음

(신설) 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홉증, 수

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 

는 공황장애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장애(폐

쇄성 수면 무호흡

증, 수면발작, 몽

유병, 수면 이상

증 등) 는 공

황장애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음(수면장애)

철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정인 검사항목인 수

면장애와 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공황장애는 최

검사에 신설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

부를 의사가 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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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1] 비상대응절차서 검토기준서

비상 응 차서 검토기

소속 성명 서명 일자

작   성    : 한국원자력연구소 심 록

검   토    :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상문

한국원자력연구소 박근옥

서울산업 학교 김시곤

승   인    : 한국원자력연구소 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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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 정 일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개정사유 비고

0 심 록

서상문

박근옥

김시곤

구인수 체 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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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철도의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호의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제2조에 의거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하여야 할 절차이다. 비상대

응 표준운영절차서는 철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실제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비상대

응절차를 구축하여 다양한 비상대응 주체별로 행동요령을 정의하고 철도운영기관에서

의 활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작성된다.

비상대응절차서는 철도에서 이상사태가 발생될 경우, 사고 완화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지침이 되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하에서 절차서

의 사용측면에서도 완벽하고 체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문서는 원자력 산업을 포함한 타 산업의 검토 기준에 기반을 두어 완전, 정확하며, 

철도 종사자의 인적요소가 고려된 비상대응절차서를 작성하고, 절차서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0 범위

1.1 문서범위

본 문서는 작성자에게 절차서의 구성, 형식, 서술방법 및 강조기법 등과 같은 검토기준

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한다.

2.2 적용범위

본 문서는 “철도사고 및 비상대응관리체계 구축”과제에서 발행되는 비상대응 표준운영

절차서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서이다. 또한 철도 비상대응절차서에 대한 개발과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한다. 따라서 향후 비상대응절차서 

수립․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비상대응절차서 입안자, 검토자 또는 개정자가 기

준 및 지침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3.0 참고문서

3.1 KINS/AR-601, “비상운전절차서 기술기준 개발”, 1998.12

3.2 IAEA, Safety Reports Series No. 48, “Development and Review of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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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2006.02

3.3 NUREG/CR-1977, “Guidelines for preparing emergency proced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1

3.4 NUREG-0700, Rev.2,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2002.05

3.5 NUREG-0711, Rev.2,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2004.02

3.6 NUREG-0899,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82

3.7 NUREG-0800, Rev.0, “Standard Review Plan”, Chapter 13.5 (Administrative 

Procedures), 1981.07

3.8 NUREG/CR-5228, “Techniques for Preparing Flowchart-Format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89

3.9 DOT/FAA/CT-96/1, “Human Factors Design Guide”, 1996.01

4.0 개발 일반지침[3.1]

원자력 산업의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체계에 기반을 두어 철도 비상대응절차서 개발체

계는 그림 1의 흐름도와 같다. 철도운영기관이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확인 및 검증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4.1 준비단계

4.1.1 비상대응절차서 개발팀의 구성 및 교육

비상대응절차서 작성을 위해 철도 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운전경험이 풍부한 철도 

종사자와 비상대응절차서에 인적요소가 적정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작성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1.2 자료의 입수 및 검토

개발팀은 비상대응절차서 기초 자료를 입수하고 검토한다.

4.2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비상 응 차서검토기 - 640 -

개발팀은 “비상대응절차서 작성지침”을 개발하여 제반 원칙에 따라 비상대응절차서를 

작성하며, 비상대응절차서 작성과정에서 인적요소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4.3 비상대응절차서의 확인

4.3.1 확인팀의 구성 및 교육

개발된 비상대응절차서의 확인을 위해 철도 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운전경험이 풍

부한 철도 종사자로 개발팀과 별도로 확인팀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확인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4.3.2 확인

확인팀은 비상대응절차서가 “비상대응절차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

지 와 비상대응절차서 기초자료의 기술적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비상대응절

차서 확인절차”를 개발하여 세부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비상대응절차서에 반영한다.

4.4 비상대응절차서의 검증

4.4.1 검증팀의 구성 및 교육

개발된 비상대응절차서의 검증을 위해 철도 운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운전경험이 풍

부한 철도 종사자와 개발된 비상대응절차서에 인적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를 검

증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검증과정에 대해

서 교육을 실시한다.

4.4.2 검증

검증팀은 비상대응절차서가 비상 상황 하에서 철도 종사자의 능력 및 한계가 고려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철도 종사자의 인적능력 및 행정체계와 일치하는지를 “비

상대응절차서 검증절차”를 개발하여 세부절차에 따라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검증

하고,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비상대응절차서에 반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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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상 응 차서 개발 흐름도

5.0 검토기준

절차서는 완전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쉽고, 따르기 쉽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지침에 따라 개발된 절차서 구성, 형식,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 

단계의 기술방법, 사용될 약어 목록 및 용어 규정을 포함하여 절차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3.5]

5.1 절차서 제목 및 번호체계

각각의 비상대응절차서 제목 및 번호체계는 절차서 상호간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표기

함으로써 절차서의 작성, 검토, 개정, 분배 및 사용 등의 제반 과정들이 쉽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3.4]

5.1.1 표지

각각의 비상대응절차서는 철도 종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최신 개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에는 적용차종과 절차서의 번호, 제목, 개정번호, 개정일자, 총 페이지 

수 등을 표기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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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  치  사  항 불만족시  조치

 1.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

  1.1 (“1” 의 세부 조치사항)

    (1) (순서가 필요한 “1.1” 의 세부 조치사항 -1)

      1) (순서가 필요한 “(1)”의 세부 조치사항-1)

      2) (순서가 필요한 “(1)” 의 세부 조치사항-2)

    (2) (순서가 필요한 “1.1” 의 세부 조치사항-2)

 1. 

  1.1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과 응되는 “1”의 세부 조

치사항-1) 

    ① (순서가 필요한 “1.1” “◎”의 세부 조치사항

-1)

      1) (순서가 필요한 “①”의 세부조치사항 -1)

      2) (순서가 필요한 “①”의 세부조치사항 -2)

    ② (순서가 필요한 “1.1”  “◎”의 세부 조치사항

-2)

  ◎ (순서가 불필요한 “1” 의 세부 조치사항)

    ○ (순서가 불필요한 “◎” 의 세부 조치사항-1)

  ◎ (순서가 불필요한 “1” 의  세부 조치사항)

    ○ (순서가 불필요한 “◎” 의 세부조치사항)

5.1.2 제목

각각의 비상대응절차서는 철도 종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절차서의 적용범위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3.4]

5.1.3 절차서 번호체계

1) 각각의 절차서 번호는 “OO-OO”으로 그 사용목적에 따라 2자리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01, 02 등)로 표기한다.

예) 비상-01, “충돌사고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서”

2) 단계별 조치사항 번호체계

   가) 단계별 조치사항의 번호 및 기호 사용시에는 구분이 명확하여 혼동이 없도록 표

기한다.

   나) 그림 2와 같이 불만족시 조치사항은 왼쪽란의 해당 조치사항과 같은 행에, 동일

한 단계번호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불만족시 세부조치사항의 번호는 왼쪽란의 

번호체계와 혼동을 피하도록 번호체계를 적용한다.

그림 2 단계별 조치사항 번호체계

5.1.4 개정번호의 표기

1) 정확하고 효율적인 절차서의 유지, 관리를 위해 첨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서 페이지

에 개정번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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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번호는 2자리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01, 02 등)로 표기한다.

3) 부분적인 개정인 경우에는 절차서 양식의 오른쪽 여백 해당부분에 세로줄을 긋고, 

그 오른쪽에 개정번호를 표기한다.

5.1.5 페이지 표기

절차서의 각 페이지에는 절차서의 제목과 번호, 개정번호, 개정일 및 페이지 누락을 방

지하기 위해 페이지 하단 중앙에 해당 절차서 중의 “현재 페이지 순번/총 페이지 수”를 

표기하고, 견출참조페이지도 하나의 페이지로 간주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5.2 절차서 구성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절차서는 너무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비상대응절차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목적 : 달성하고자 의도하는 사항을 기술한다.

2) 적용범위 : 증상 또는 적용조건의 범위를 기술한다.

3) 용어 정의 : 절차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4) 급보체계 : 급보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5) 절차 : 단계별 철도 종사자의 조치사항을 기술한다.

6) 붙임 : 절차 수행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7) 약어 정의 : 절차서에 사용되는 약어를 정의한다.

5.2.1 절차진행 확인

절차 수행 중에 각 단계의 수행여부를 점검토록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흐름도 형

식으로 작성하며, 흐름도에는 각 단계의 번호와 시작과 종료 확인 공간, 해당 페이지, 

계속수행 또는 비순차적 수행 단계 및 필수 확인 단계 등을 그림 3과 같이 표기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5.4절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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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Instruction)

0
판단 (Decision)

*0
아니오

0

0

예 00 단계 전환

0 페이지 연결번호

진입 포인트

그림 3 차진행 확인 흐름도(Flow Chart) 심벌

5.3 절차(단계별 조치사항)의 기술

단계별 조치사항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명확히 용어를 사

용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용어집”과 “조치동사 표”를 개발하여 사

용해야 한다.

5.3.1 조건적 단계의 논리용어

1) 일련의 조치 또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그리고(~과, 와)”, “또는(~

나)”, “아니고”, “만약 ~이면(If)”, “~이면(When)” 등의 논리용어를 사용한다.

2) 동일한 단계 내에서 “그리고(~과, 와)”와 “또는(~나)”의 논리용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논리문장이 애매해져서 철도 종사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나

의 조치사항에 “그리고(~과, 와)”와 “또는(~나)”의 논리용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

도록 유의하며, 만약 조건의 조합(combination)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면(“A or (B and C))”, “(A or B) and C” 등), 조건을 그룹 짓기 위해 열거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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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조건문에 2개의 항목이 만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리고(~과, 와)”를 사용할 

수 있으나, 3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열거형식을 사용한다.

4) 어느 조건 중 일부만 만족되어도 무방한 경우에는 “또는(~나)”를 사용하며, 이것은 

열거된 조건 모두가 만족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는(~나)”가 

열거된 조건 중 반드시 하나만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그 표

현을 명확히 한다.

예) A 또는(~나) B 중의 하나, 다음 중 1개(열거형식의 경우)~.

5) 어떤 조건이 만족된 후 철도 종사자 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만약 ~이면” 또

는 “~이면”의 형태로 조건절을 작성하여 콤마(,)를 찍고 그 뒤에 “~을 수행한다.”

의 형태로 조치사항을 기술한다. “만약 ~이면”의 논리용어는 가능은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태에 사용하며, “~이면”의 논리용어는 예상되는 상태의 경우에 사용한다.

5.3.2 열거(list) 형식

1) 2개 이상의 조항(clause), 조치대상(object), 대안(alternative) 등을 간결하고 눈에 

잘 뜨이도록 기술할 수 있으며, 다수의 항목을 계속되는 연결어의 사용을 피하고 논

리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긴 열거형식은 성격별로 그룹을 지어야 한다.

3) 다음의 용어를 사용하여 열거형식을 적용한다.

   가) 다음 중 1개(ONE) : 열거된 사항 중에 단지 1개의 항목만을 선택할 경우에 사

용한다.

   나) 다음 중 1개 이상(ANY 또는 ANY or all) : 열거된 사항 중에 1개 이상의 항목

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 모두(BOTH, ALL) : 단지 2개의 사항만이 열거되고 2개 모두를 평가 및 수행하

거나,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 중에 모든 항목을 평가하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경

우에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그리고”의 반복적인 사용과 동등하다.

   라) ~개 이상(at least ~) : 기기의 특정 숫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

다.

5.3.3 점검란(Checkoff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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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종사자가 나열된 조치사항의 수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나

열 항목별로 점검란을 두며, 적용항목 및 형식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5.3.4 주의 및 참고

1) 주의(Caution or Warning)

   가)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주의는 첫 번째 철도 종사자 조치단계의 앞에, 특정 단계

에만 적용되는 주의는 해당 조치단계의 바로 앞의 동일한 페이지에 기술한다.

   나) 철도 종사자에게 조치결과 및 상태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철도 종사자의 조치사항을 주의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2) 참고(Note)

   가) 가능한 한 관련 절차의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절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항이면 절차의 바로 뒤에 기술한다.

   나)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덧붙일 경우에 사용하며, 철도 종사자의 

조치사항을 참고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5.3.5  강조

1) 강조기법은 해당 항목별로 모든 절차서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2) 강조하여야 할 문장이나 철도 종사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는 글자의 글꼴, 

굵기, 크기, 이탤릭체를 적용하거나 글상자 및 색깔 등을 이용한다.

3) 다음의 사항 등에 적용할 수 있다.

o 주의 (제목 및 내용 포함)

o 참고 (제목 및 내용 포함)

o 논리용어 (그리고, 또는 등)

o 절차서의 번호, 제목, 각 항목 제목(목적, 적용시점, 종료시점 등)

o 단계별 항목번호 및 주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

o 참조 또는 전환 절차서 번호, 제목 및 단계

o 첨부의 부제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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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참조 및 전환

1) 참조(Reference)

   현재의 절차서를 수행하면서 해당 단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절차서나 수행중인 

절차서의 다른 단계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전환(Branching)

   가) “~로 간다.” 또는 “~를 수행”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재의 절차서를 떠나서 

다른 절차서로 가거나, 또는 현재 절차서 내의 어느 단계로부터 동일한 절차서

의 다른 단계로 가는(Jump) 것을 의미한다.

   나) 절차서를 전환할 때는 가능한 한 전환할 구체적인 절차서를 명시한다.

5.4 절차진행 확인 흐름도

5.4.1 형식

1) 흐름도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벌체계를 적용한 것으로서 판단과 조치 수행에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되므로 명확하고 일관되며 이해가 쉬운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흐름도 상의 문자는 판독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크고 화살표는 구분에 혼동이 없도

록 간격을 충분히 벌려야 한다.

3) 인적실수를 방지하도록 다이어그램의 배열순서와 시각적인 고려를 한다.

4) 공간이 제한되므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정보를 기술한다.

5) 판단과 지시의 심벌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과 완료의 점검과 단계가 위치한 페이지

의 표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5.4.2 심벌

1) 판단(Decision)

   다이아몬드 내에 위치하며, “예”와 “아니오”를 묻고 “예”는 아래로 “아니오”는 우

측으로 나가는 단순한 질문 형태를 가진다.

2) 지시(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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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내에 위치하며,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하여 단순한 동사와 대상으로 구성한

다.

3) 진입 포인트(Entry Point)

   타원형 내에 위치하며,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한다.

4) 흐름경로(Flowpath)

   흐름도 내에서 원활하고 실수 없는 이동을 지시하며, 각 경로에는 1개 이상의 화살

표를 표기하고 진행 방향은 화살표가 있는 쪽이다.

5) 화살표(Flowline)

   가) 진행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간다.

   나) 모든 심벌의 좌측이나 상부로 들어가고, 우측이나 하부로 나간다.

   다) 불필요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길게 유지하거나, 또는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5.5 문장작성기법

5.5.1 철자

철자는 현대문법에 맞고 철도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말을 사용한다.

5.5.2 하이픈(-)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어 사이에 삽입하거나, 부가적인 설명이 요구될 경우에 사용한다.

5.5.3 구두법

용이한 내용 이해와 판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문장중의 구두점 사용은 

최소화하고, 많은 구두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작

성한다.

1) 콜론( : )

   뒤의 여러 항목을 나열해야 할 경우에 콜론을 사용한다.

예)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2) 콤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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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는 분명하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 조건구문의 뒤에 사용한다. 콤마의 사용이 많

다는 것은 지시사항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문장을 

분리해서 작성한다.

3) 괄호( ( ) )

   괄호는 절차서의 다른 표현을 나타내거나, 어느 단계나 용어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

한다.

4) 마침표( . )

   마침표는 완성된 문장의 끝부분이나 소수점 이하 숫자 표시를 할 때 사용한다.

5) 인용 부호(“  ”)

   기기, 스위치 위치 등의 이름을 특별히 표기할 때 사용한다.

5.5.4 어휘

절차서 내의 어휘는 훈련받은 철도 종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어휘를 사용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짧은 음절로 이루어진 간단한 단어를 사용한다.

2) 의사전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약어를 사용한다.

3) 동의어는 혼란을 유발하므로 하나의 대상이나 조치에는 동일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

용한다.

4)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

한다.

5) 문어체적인 공식적인 단어보다는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다.

6)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단어보다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거

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사용한다.

7) 조치동사는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한다.

5.5.5 수치

1)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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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점 이하는 앞에 “0”을 붙여(0.1 등) 표기한다.

5.5.6 약어

1) 약어에 익숙하지 않은 철도 종사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최소화

하며,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고 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2) 모든 절차서에서 동일한 형태와 의미로 사용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3) 영문 약어는 대문자로 표기하며, 사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침

표를 생략한다.

5.6 인쇄

5.6.1 인쇄 형식

1) 절차서의 외형은 “A4 종” 크기로 한다.

2) 페이지의 완전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페이지는 상하, 좌우 양쪽 끝과 일정 여

백을 가진 테두리선을 가져야 한다.

3) 테두리선과 본문 내용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4) 본문 및 테두리선은 책자화 했을 때 가려지지 않도록 정렬한다.

5) 페이지 표기는 하부 테두리선 아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6.2 글씨의 종류와 크기

비상대응절차서의 본문의 글씨는 명조체의 기본형 및 활용형을 사용하고, 10 Font 이

상의 크기로 하며, 강조체의 경우는 5.3.5항에 따라 선택하되 모든 절차서에서 일관되

게 적용한다.

5.6.3 지질 및 색상

1) 전체 절차서에는 동일한 종이의 지질을 사용하고, 문장과 그림, 표 등에 적용된 색

상이 본래의 색을 일관성 있게 나타나도록 인쇄한다.

2) 사용되는 색상의 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한다. 특정한 정보

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색상을 다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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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연상 의미 주목성 보색

색(red)

험함(unsafe)

험(danger)

경보상태(alarm state)

뜨겁다(hot)

열림/흐름(open/flowing)

닫힘/멈춤(closed/stopped)

좋음(good) 흰색(white)

노란색(yellow)

험(hazard)

주의(caution)

비정상 상태(abnormal state)

오일(oil)

좋음(good)
검정색(black)

어두운 청색(dark blue)

녹색(green)

안 (safe)

만족할 만한(satisfactory)

정상 상태(normal sate)

열림/흐름(open/flowing)

닫힘/멈춤(closed/stopped)

나쁨(poor) 흰색(white)

밝은 청색

(light blue(cyan))

조언(advisory)

탄산수(aerated water)

차갑다(cool)

나쁨(poor) 검정색(black)

어두운 청색(dark blue)
조언(advisory)

미처리된 물(untreated water)
나쁨(poor) 흰색(white)

심홍색(magenta)1) 경보 상태(alarm state) 좋음(good) 흰색(white)

흰색(white)
조언(advisory)

증기(steam)
나쁨(poor)

녹색(green)

검정색(black)

색(red)

어두운 청색(dark blue)

심홍색(magenta)

검정색(black) 배경(background) 나쁨(poor)

흰색(white)

밝은 청색(light blue)

노란색(yellow)

3) 중요한 정보에 대해 철도 종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이 효과적이나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참고문서 3.4에 따라 원자력 산업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색상과 의미는 표 1과 같다. 

따라서 철도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색상에 대한 연상 의미가 철도 종사자에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해

서는 안 된다.

표 1 형 인 색상과 의미

5.6.4 소프트웨어

문장, 그림, 표 등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는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 노란색 에 심홍색은 방사선 주의를 한 원자력 산업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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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작성용으로 적용한 파워포인트, 비지오(VISIO) 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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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차서 검토 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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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검토 점검표
(Procedures Review Checklist)

 절차서 번호 :
 개정번호 :

 개 정 일 :

 절차서 제목 :

수 행  (서명)      (일자)

검 토 (서명)      (일자)

승 인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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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작성지침
검토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Ⅰ. 절차서 전반의 일반적 평가

  가. 판독의 명료성

    1. 절차서의 테두리선이 모두 보이도록 인쇄되었는가? 5.6

    2. 본문, 표, 그림, 차트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나. 절차서 형식의 일관성

    1. 각 절차서에 제목, 목적 및 적용범위,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5.2

    2. 각 절차서에 모든 페이지의 배열형식이 동일한가? 5.6

  다. 정보식별의 적합성

    1. 제목은 절차서의 목적을 함축하고 있는가? 5.1.2

    2. 절차서 표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5.1.1

1) 절차서 제목

2) 절차서 번호



절차서 검토 점검표 - 656 -

검 토 항 목 작성지침
검토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4) 개정번호 및 개정일

5) 절차서의 총 페이지 수

    3. 절차서는 페이지 순서로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가? 5.1.5

Ⅱ. 절차서 단계별 평가

  가. 정보표현

    1. 각 조치단계별 번호는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가? 5.1.3

    2. 철도 종사자 조치가 순서에 따라 취해져야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번호가 부
여되어 있는가? 5.1.3

    3. 단계별 조치사항은 아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되었는가?

1) 각 단계는 혼란방지를 위해 한 가지 내용만을 기술하였는가? 5.3.1

2) 문장은 짧고 간결한가? 5.3.1

3)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은 정확히 기술되었는가? 5.3.1

4) 철도 종사자 조치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가? 5.3.1

5) 만일 목적어가 3개 이상일 경우 그 내용이 열거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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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작성지침
검토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6) 필요한 경우, 철도 종사자가 열거된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점검란이 마련되어 있는가? 5.3.3

7) 강조법과 구두법이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5.3.5, 5.5.3

8) 약어는 정확하며 철도 종사자가 이해 가능한가? 5.5.6

    4. 단계별 조치사항은 적절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5.3.1

    5. “주의” 및 “참고”는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5.3.4

    6. “주의” 및 “참고”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는가? 5.3.4

    7. “주의” 및 “참고”는 아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되었는가?

   1) 내용 중에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 5.3.4

2) 문장에 구두법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5.5.3

3) 적절한 강조법을 사용하였는지? 5.3.5

  나.  절차진행 확인 흐름도

    1. 절차서에서 확인 흐름도가 명확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가? 5.4.1

    2. 흐름도 상의 문자 및 화살표가 철도 종사자의 판독에 문제가 없는가? 5.4.1

    3. 흐름도에 사용되는 심벌은 표준화되고, 정의가 내려져있는가?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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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작성지침
검토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다.  절차서의 참조 및 전환

    1. 절차서에서 참조하거나 전환되는 절차서가 실제 철도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가? 5.3.6

    2. 절차서의 참조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는가? 5.3.6

    3. 참조 및 전환지시는 정확히 표기되었는가? 5.3.6

- “~로 간다” , “~를 수행” (전환)

- “~를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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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2] 비상 응 행 별 시간 요건서

비상대응 행위별 시간 요건서

소속 성명 서명 일자
작   성  : 한국원자력연구원 심 영 록

검   토  : 한국원자력연구원 서 상 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 근 옥

서울산업대학교 김 시 곤

승   인  : 한국원자력연구원 구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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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 정 일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개정사유 비고

0 심영록
서상문
박근옥
김시곤

구인수 전체 초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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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본 문서는 “철도사고 및 비상대응 관리체계 구축”과제에서 제공한 비상대응 행위
별 액션 다이어그램(Activity Action Diagram)의 수행시간을 인간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도출하기 위함이다.

2.0 범위 및 제약조건

1.1 문서범위
본 문서는 인간공학적 검토를 위한 방법론 및 비상대응 수행시간을 기술한다.

2.2 제약조건
본 문서는 산업공학의 학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상대응 수행시간을 도출하였으
므로, 순수한 연구 및 학술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3.0 참고문서

3.1 “인간공학”, 양성환 외 공저, 형설출판사, 2006.07
3.2 “제5차 인체치수조사 보고서”, http://sizekorea.kats.go.k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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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구방법론[3.1, 3.2]

4.1 동작분석
4.1.1 개요

동작분석(Motion Study)이란 작업을 분해 가능한 세밀한 단위, 특히 미세동작
(therblig, 서블릭)으로 분석하고 각 단위의 변이를 측정해서 표준작업방법을 알아
내기 위한 연구로써, 무리․낭비․불합리한 동작을 제거해서 최선의 작업방법을 개
선하기 위한 기법이다. 보통 시간연구와 함께 실시된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F. W. 테일러가 공정한 1일 작업량을 정하기 위하여 창안
한 작업시간연구에 이어서 길브레스 부부(Gilbreth 夫婦)가 동작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동작과 시간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 방법은 작
업동작을 고속영화로 찍어서 분석하는 미세동작분석, 작은 전구를 몸의 관찰부위
에 달고 작업을 시켜 그 움직임의 자취를 사진에 찍는 시간운동법 등의 방법으로 
동작경로를 기록하여 고찰한다. 길브레스(F. Gilbreth)는 그렇게 하여 작업의 기본
요소동작으로 ‘찾다’, ‘발견하다’, ‘쥐다’, ‘나르다’ 등 18가지의 기본단위를 정하고 
여기에 그의 성(Gilbreth)을 거꾸로 철자하여 서블릭(therblig)법이라고 정의한다.
각종의 작업동작을 이러한 요소로 분해하여 헛된 동작을 줄이고 공구나 설비의 
개선과 더불어 최량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불필요한 피로를 줄이고 능률적인 작업
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작업동작은 작업훈련이나 표준작업량의 결정 등에 
쓰인다. 특히 표준작업량의 산정은 생산이나 공정의 관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최근에는 많은 연구의 결과 여러 가지의 동작시간 사전결정법이 고안
되었다. 즉, 여러 가지 조건하의 요소동작의 표준시간을 미리 연구 결정하여 그 
수치를 써서 각종 작업의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발전하였다. 기본동작시간
연구, 동작시간측정(MTM)법, 동작시간분석법, 작업요소(WF)분석법 등은 각기 그 
예의 하나이다.

4.1.2 동작분석기법
동작분석기법에는 길브레스가 제창한 서블릭법과 WF(Work Factor)나 
MTM(Methods Time Measurement) 등의 작업측정기법을 이용하는 소위 PTS법
(Predetermined Time Standards) 두 가지가 있다.

4.1.2.1 서블릭분석법



비상대응 행위별 시간 요건서 - 666 -

서블릭분석법은 길브레스(F. Gilbreth)가 고안한 동작기호를 사용해서 작업동작을 
관측 가능한 최소 단위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세분화된 동작특성에 근거
해서 철저한 개선이 가능함, 동작시간은 PTS법으로 활용가능, 개선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측정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표준시간결정에는 부적합하다.
동작구분은 동작목적에 따라 분할하는데 동작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작
의 성격구분을 해야 한다. 서블릭분석법이 장점으로는 동작기호에 의해 작업동작
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동작특성에 근거해서 철저한 개선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개선태도는 동작개선의식(Motion Mind)의 습득에 유효하다. 반면 서블릭분석
은 동작시간 정밀도가 낮고 개선효과 견적을 위하여 측정 정도는 가능하다. 그 후
에 필요한 표준시간설정에는 다른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

4.1.2.2 PTS법
PTS법의 대표적인 것은 WF나 MTM으로써 모든 동작시간 결정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된 동작분석의 방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동작개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동작
을 미세한 단위로 분할가능하고 동작의 미세한 변화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포착
할 수 있으며, 동작이 변동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시간정밀도가 높으
므로 표준시간설정에 직결시킬 수 있다. 반면 상세한 분석방법을 마스터하지 않
으면 안 되며, 대단히 세밀하게 분할해야 하므로 분석을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PTS법은 사람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반복성이 높은 작업, 주기시간이 짧은 
작업, 중요한 작업 등을 분석할 때 이용되며, WF나 MTM은 길브레스의 동작연구
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동작의 목적 및 성격별로 방법에 따라 분할한다. 분할의 세
세함은 서블릭과 대략 일치하고 있으나 상세법 등에서는 세세히 분할을 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4.2 서블릭(Therblig) 분석
하나의 작업은 작업자 개개인에 따라 그 소요시간이 바뀌기도 하고 품질이 달라
지기도 한다. 이를 일정 수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길브레스(F. Gilbreth)는 벽돌공
을 관찰하였고 작업방법에 따르는 인간의 동작을 1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작업내용을 기호로 나타내고 동작의 체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블릭에 의한 분석결과는 작업의 개선과 표준화, 작업원의 교육․훈련의 
기초가 된다. 서블릭이라는 명칭은 길브레스(Gilbreth)를 거꾸로 철자하여 명명한 
것이다. 작업동작을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고 불분명하지만 서블릭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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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서블릭

Therblig 기호
내용문자

기호 기호 설명

제
1
류

빈손운반
(Transport 

Empty)
TE 빈 접시 모양 스패너에 손을 뻗친다.

잡다
(Grasp) G 물건을 잡는 모양 스패너를 잡는다.

운반
(Transport 
Loaded)

TL 접시에 물건을 담은 모양 스패너를 볼트에 가져간다.

바로 놓기, 
위치설정

(Position)
P 물건을 손가락 끝에 놓은 모

양
볼트머리에 스패너를 결합한 위치를 결정
한다.

조립
(Assemble) A 결합한 모양 볼트머리에 스패너를 끼운다.

사용
(Use) U 컵을 위로 한 모양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인다.
분해

(Disassemble) DA 조립에서 하나를 뺀 모양 스패너를 볼트에서 땐다.
내려놓다

(Release Load) RL 접시를 거꾸로 한 모양 스패너를 놓는다.
검사

(Inspect) I 볼록렌즈 모양 조인상태를 조사한다.

간결하고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작업동작분석을 위해서는 서블릭
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불필요하고 작업목적에 부적합한 비능률적인 동작을 
파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무익을 제거하는 과학이며, 작업개선 내지 최선의 작
업방법을 발견하여 표준화 또는 영구화하는 체계적 연구로써 원래 제안된 18개 
중 찾아냄(Find)은 Search가 끝나면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정신적 반응이며 움직
이는 동작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생략하여 17가지 기호만 이용된다.
길브레스의 18개 기본동작 기호는 표 1과 같다. 제1류는 유용작업완성에 필요한 
것(연구개선)이다. 제2류는 제1류의 작업시간이 늦어져 배제해야 할 동작으로 배
치나 방법을 개선하여 제거된다. 제3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H(잡고 있기)
외에는 작업완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3류에 해당하는 동작을 제거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다. R(휴식)은 피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없앨 수 있으며, AD(피할 
수 있는 지연)는 운반 및 감독방법의 개선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제2류 및 제3류의 
동작을 개선하여 제1류로 점차 개선한다.

표 1 길브레스의 18개 기본동작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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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서블릭

Therblig 기호
내용문자

기호 기호 설명

제
2
류

찾기
(Search) Sh 눈으로 물건을 찾는 모양 스패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찾아냄, 발견
(Find) F

눈으로 물건을 찾는 모양
(찾기 후 순간적인 정신적 반
응으로 생략)

생략

고르기, 선택
(Select) St 선택할 물건을 가리키는 모양 여러 개의 스패너 중에서 1개를 선택한

다.
생각한다, 계획

(Plan) Pn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모양 도면을 보면서 다음 순서를 생각한다.

미리 놓기, 전치
(Pre-Position) PP 볼링 핀 모양 쓰기 쉽게 스패너를 고쳐 잡는다.

제
3
류

잡고 있기, 유지
(Hold) H 자석에 물건을 붙인 모양 오른손으로 볼트를 쥐고 왼손으로 제품을 

확보한다.
휴식

(Rest) R 사람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
는 모양 피곤하므로 손을 쉰다.

불가피한 지연
(Unavoidable 

Delay)
UD 뜻하지 않게 앞으로 넘어진 

모양
왼손이 미가공품을 옮기는 동안 오른손이 
기다린다.

피할 수 있는 
지연

(Avoidable 
Delay)

AD 의도적으로 누워 있는 모양 완성품을 만진다.

4.2 표준시간
동작연구 및 방법연구는 모두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내용, 절차, 방법, 동
작 등을 개선, 표준화하는 데 있다. 작업측정이란 개선, 표준화 작업에 대하여 “하
루의 공정한 과업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준시간(Standard Time)을 결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하여 공정한 작업의 배분과 공정한 보수의 지불을 위한 
표준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상이한 작업에 공정한 일일의 과업을 
설정키 위한 정상(표준을 위한)작업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준시간이란 주어진 작업조건 하에서 정해진 설비와 치공구를 사용하여 정해진 
작업방법에 따라 적정한(부과된 작업량을 올바르게 수행) 숙련도를 지닌 작업자
가 보통의 작업속도(pace)로 정상적인 피로와 지연을 수반하면서 정해진 작업방
법에 따라 부과된 1단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4.2.1 표준시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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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간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준시간은 8시간이 정상작업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주 작업시간과 준
비작업시간으로 나누고 주 작업시간을 다시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정규 작업시간
(정미시간)과 연속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정규적인 지연시간(여유시간)으로 
구분되며, 준비작업시간은 정규작업에 필요한 준비작업시간과 비정규적인 지연시
간에 필요한 준비작업시간으로 구성된다. 여유시간은 작업수행상의 필요불가결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써, 인적여유시간(생리적 여유, 피로여유)과 물적여유시간
(작업여유, 직장여유)으로 구성된다.
표준시간 = 정미시간 + 여유시간
         = 관측시간의 대표치 × 레이팅 계수 + 여유시간
         = 정미시간 × (1 + 여유율)
         = 정미시간 / (1 - 여유율)

그림 1 표준시간의 구성

4.2.2 표준시간의 측정방법
표준시간의 측정방법은 과거 자료나 경험에 의한 방법(실적자료법), 직접 측정하
는 방법, 간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적자료법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작업조건, 방법, 수행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전문가의 경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산정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작업여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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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적통계법, 요원비율법, 경험수치법 
등이 사용된다.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연속적인 측정방법인 시간연구법(Stop watch 관측법, Film 
분석법)과 간헐적인 측정방법인 Work sampling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측정방법은 표준시간에 관련된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함수관계식이나 도표
로 나타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법으로 표준자료법, PTS법(WF, MTM 등)이 
이용된다.

그림 2 표준시간 측정 및 방법

4.3 표준자료법
표준자료법은 간접측정에 의한 표준시간 설정방법으로 표준시간에 관한 과거의 
실적자료에 대해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함수관계를 정립하여 표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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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다. 작업방법만 알고 있으면 직접 시간측정 없이 표준시간을 추정 가능
하여 비용절감 및 레이팅이 불필요하다. 즉 작업요소별 시간연구법 또는 PTS법에 
의하여 측정된 표준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경우 필요시 작업을 구성하는 요
소별 표준자료들을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합성함으로써 정미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여유시간을 가산하여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표준자료법의 장점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지 않더라도 표준시간을 산정할 수 있
어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레이팅이 필요 없고, 표준자료의 사용법이 정확하다면 
누구라도 일관성 있게 표준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표준자료는 작업의 표준
화를 유지 내지 촉진할 수 있다. 반면 표준자료 작성의 초기비용이 크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거나 제품이 큰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작업조건이 불안정하거나 작업
의 표준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자료의 작성이 어렵다.

4.3.1 PTS법
기본동작이나 운동이 표준시간을 미리 결정해 두고 이를 이용하여 그 동작이나 
운동 중의 어떤 것들로 구성된 작업의 시간치를 직접 측정함이 없이 산정하는 방
법(W. G. Holmes), PTS법은 표준자료법에서 요소동작이 서블릭의 기본동작에 해
당하는 경우에 속한다. 즉 NT(기본동작) = f(동작성질, 동작조건)로 표시할 수 있
다. PTS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MTM, Work Factor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4.3.1.1 특성
PTS법의 정확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정확도를 표현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참값으로부터 편차
로 나타내는 것이다. PTS법의 정확도가 통계적 방법으로 표현될 때 신뢰수준과 
분석되어질 작업의 길이가 주어져야 한다. 1세대 체계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주
어진 비반복적 작업주기의 길이에 대한 2세대 체계 정확도보다 더 크다. 이것은 
작은 표준편차를 갖고 있는 단순동작요소의 더욱 짧은 시간치가 2세대 체계의 더
욱 긴 동작요소 시간치보다 더 작은 표준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4.3.1.2 용도
PTS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간 설정
2) 작업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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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개시 전에 능률적인 작업방법의 설계
4) 표준시간 자료의 작성
5) 작업자의 작업방법의 훈련

4.3.2 WF(Work Factor)
WF분석법은 인간이 하는 작업에는 그 작업의 구성요소인 동작을 행하는 신체부
위, 동작의 크기, 동작을 제약하는 외적조건에 따라 동작의 수행에 소요되는 객관
적으로 적정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우선 각 요소동
작마다 각 신체부위별로 동작시간을 실제 데이터에 의해 제약요인과 관련지어 해
석하고 시간표(예정표)를 만들어 둔다. 이때의 시간은 1분을 1만 WFU 단위로 표
시한다.
이는 R. C. A 사의 J. H Quick이 1945년에 창안하였고 타 방법이 동작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인간의 운동에 시간치를 고려한다. 육체적 동작시간에 영향
을 주는 4요소로는 사용하는 신체부위(7개; 손가락, 손, 발, 앞팔회전, 몸통, 발, 다
리), 동작거리(시점과 종점의 직선거리로 측정), 중량 또는 저항(각 시간별 중량한
계), 동작의 곤란성을 나타내는 인위적 조절강도(방향조절-S, 주의-P, 방향변경-U, 
일정한 정지-D), 즉 4개 곤란성에 중량을 합하여 5개 WF로 구성된다.
요소동작 시간 = f(기초 동작, 워크팩터)
              = f(동작 신체부위, 동작거리, 중량, 동작의 곤란도)

4.3.2.1 종류
1) DWF(Detailed Work Factor)는 WF상세법(1938년)

o 단위로 WFU = 0.0001분
o 적용범위는 작업주기가 0.15분 이하인 대량생산작업에 이용

2) SWF(Simplified WF)는 WF간이법(1945년)
o 단위로 WFU = 0.0001분
o 적용범위는 작업주기가 0.15~12분의 반복작업
o 정확도는 DOWN보다 0~5% 큰 시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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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F(Abbreviated WF)는 WF간략법(1951년)
o 단위로 WFU = 0.005분
o 적용범위는 작업주기가 12분 이상(2분 이하는 사용금지)
o 정확도는 DWF보다 10~20% 큰 시간치

※ 생산기간이 짧은 경우 신속한 표준시간의 설정에 사용
4) RWF(Ready WF)는 WF간이법(Ⅱ)(1969년, 사용하기 쉽게 Design)

o 단위로 RU = 0.001분
o 적용범위는 작업주기가 0.1분 이상
o 정확도는 DWF보다 0~5% 큰 시간치

5) BNF(Brief WEF)는 1977년에 DOWN와 ROWS가 일치되는 시스템의 개발과정
에서 만들어졌다.

o 단위로 0.005분
o Detailed Minot Factor는 1960년, 정신적 작업과정을 측정 DOWN와 같

은 작업방법
o Wocom Group은 General Electric Co.

4.3.2.2 구성
기초 동작은 주어진 신체부위로 주어진 거리를 가장 빠르고 편하게 행할 수 있는 
동작으로써 동작 신체부위와 동작거리로 구성된다.
   1) 동작 신체부위(Body member used, 8가지)

o 손가락 손(F, H: Finger, Hand)은 손가락과 손목관절
o 팔(A: Arm)(회전동작 제외)은 팔꿈치와 어깨관절
o 앞팔 회전(FS: Forearm Swivel)은 회전각도로 측정
o 몸통(T: Trunk)은 몸통을 좌우로 이동하거나 비틀거나 돌리는 동작
o 발(FT: Foot)은 발꿈치를 축으로 하는 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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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측정기준점 측정범위
손가락, 손 손가락 끝 1″ ~ 4″

팔 주먹의 관절(이동거리가 제일 긴 관절을 기준) 1″ ~ 40″
팔뚝회전 주먹의 관절 45° ~ 180°

몸통 어깨 끝 1″ ~ 20″
발 발가락 끝 1″ ~ 4″

다리 상황에 따라 복사뼈, 무릎, 엉덩이 중 선택 1″ ~ 90″
머리돌림 코 끝 45° ~ 90°

o 다리(L: Leg)는 무릎관절을 축으로 하는 아랫다리 동작, 엉덩이관절을 축
으로 하는 다리전체 동작, 발을 바닥에 고정한 무릎동작, 무릎관절을 이
용한 앉기나 서기 동작

o 머리돌림(HT: Head Turn)은 다른 신체부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고
려 않음

   2) 동작거리(Distance)는 시점과 종점사이의 직선거리를 반올림하여 inch 단위
로 숫자로 표시한다.

워크팩터는 동작이 중량 또는 저항 및 인위적 조절을 포함할 경우 기초 동작에 
추가되는 시간요소이다.
   1) 중량 또는 저항은 앞팔 회전(FS)의 경우 pound-inch 단위에 의한 토크

(torque)로 측정하며, 나머지 경우에는 pound로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를 
워크팩터로 환산하는 것은 신체부위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워크팩터 동작
시간표의 규정에 따른다. 이때 워크팩터를 W로 표시한다.

   2) 인위적 조절(Manual control required)은 동작의 곤란도를 나타낸다.
o 방향조절(S: Steering)은 좁은 간격 통과 또는 동작의 유도 조절 동작
o 주의(P: Precaution)는 파손이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절 동작
o 방향변경(U: Change of direction)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방향 변경
o 일정한 정지(D: Definite stop)은 의식적으로 일정한 정지를 요하는 동작

표 2 신체부위별 이동거리 측정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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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거리
(인치)

워크팩터의 개수
0(기초) 1 2 3 4

1 16 23 29 35 40
2 17 25 32 38 44
3 19 28 36 43 49
4 23 33 42 50 58

동작거리
(인치)

워크팩터의 개수
0(기초) 1 2 3 4

1 18 26 34 40 46
2 20 29 37 44 50
3 22 32 41 50 57
4 26 38 48 58 66
5 29 43 55 65 75
6 32 47 60 72 83
7 35 51 65 78 90
8 38 54 70 84 96
9 40 58 74 89 102
10 42 61 78 93 107
11 44 63 81 98 112
12 46 65 85 102 117
13 47 67 88 105 121
14 49 69 90 109 125
15 51 71 92 113 129
16 52 73 94 115 133
17 54 75 96 118 137
18 55 76 98 120 140
19 56 78 100 122 142
20 58 80 102 124 144
22 61 83 106 128 148
24 63 86 109 131 152
26 66 90 113 135 156
28 68 93 116 139 159
30 70 96 119 142 163
35 76 103 128 151 171
40 81 109 135 159 179

표 3 손가락과 손(F, H)의 동작시간

표 4 팔(A)의 동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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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거리
(인치)

워크팩터의 개수
0(기초) 1 2 3 4

중량(파운드)
남 ~2 ~7 ~13 ~20 >20
여 ~1 ~3½ ~6½ ~10 >10

동작거리
(인치)

워크팩터의 개수
0(기초) 1 2 3 4

45° 17 22 28 32 37
90° 23 30 37 43 49
135° 28 36 44 52 58
180° 31 40 49 57 65

회전토크
(파운드-인치)

남 ~3 ~13 >13
여 ~1½ ~6½ >6½

동작거리
(인치)

워크팩터의 개수
0(기초) 1 2 3 4

1 26 38 49 58 67
2 29 42 53 64 73
3 32 47 60 72 82
4 38 55 70 84 96
5 43 62 79 95 109
6 47 68 87 105 120
7 51 74 95 114 130
8 54 79 101 121 139
9 58 84 107 128 147
10 61 88 113 135 155
11 63 91 118 141 162
12 66 94 123 147 169
13 68 97 127 153 175
14 71 100 130 158 182
15 73 103 133 163 188
16 75 105 136 167 193
17 78 108 139 170 199

표 5 팔뚝회전(FS)의 동작시간

표 6 몸통(T)의 동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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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거리
(인치)

워크팩터의 개수
0(기초) 1 2 3 4

18 80 111 142 173 203
19 82 113 145 176 206
20 84 116 148 179 209

중량(파운드)
남 ~11 ~58 >58
여 ~5½ ~29 >29

회전각도(°) 거리(″) 워크팩터의 개수
0~1 2 3 4

>22½~45 >2~4 40 51 58 66
>45~90 >4~8 60 76 86 99

정신과정 Simple
Focus(Fo) 20
React(Rn) 20
Inspect(I) 30
Mento(M) 10

표준요소 서블릭
1. 이동(Transport) - Reach(R), Move(M) 1. 빈손이동(TA)

2. 운반(TP)
2. 쥐기(Grasp: Gr) 3. 찾기(Sh)

4. 찾음(F)

표 7 머리회전(HT)의 동작시간

표 8 두뇌작업(MP) 시간

4.3.2.3 표준요소
WF에서는 작업동작을 8가지 기본동작으로 먼저 구분한 다음에 각 기본동작이 어
떠한 신체부위로 수행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수반되는 동작거리, 중량 및 인위
적 조절의 필요성 등을 따지게 된다. 이러한 기본동작을 WF에서는 표준요소
(standard element)라고 하며, 길브레스가 창안한 서블릭을 단순화시키고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표 9 WF 표준요소와 Therblig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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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르기(St)
6. 쥐기(G)

3. 미리놓기(Preposition: PP) 7. 바로놓기(P)
8. 미리놓기(PP)

4. 조립(Assemble: Asy) 9. 조립(A)
5. 사용(Use: Use) 10. 사용(U)
6. 분해(Disassemble: Dsy) 11. 분해(DA)
7. 내려놓기(Release: Rl) 12. 내려놓기(RL)
8. 두뇌작업(Mental Process: MP) 13. 계획(Pn)

14. 검사(I)

9. 작업의 일부로 취급하지 않음
15. 휴식(R)
16. 불가피한 지연(UD)
17. 피할 수 있는 지연(AD)

10. Hold 동작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신체부
위의 표준요소시간으로 대체한다. 18. 잡고 있기(H)

1) 이동(T: Transport)
   신체부위를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손 또는 다른 

신체부위를 어느 지점으로 움직이는 뻗침(Reach)과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반(Move)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동 동작시간은 사용신체부위, 동작거리, 중
량(저항), 인위적 조절이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2) 쥐기(Gr: Grasp)
   어떤 물건을 자신의 컨트롤 하에 둔다든가, 부품을 자유로이 컨트롤할 수 있

도록 잡는다든가, 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잡는다든가 하는 동작이다.
3) 미리놓기(PP: Preposition)
   미리놓기 다음에 행할 표준요소(특히 조립)를 위해 지니고 있는 물건의 방향

을 바꾸는 동작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볼트를 구멍에 조립하기 위해서 방향을 
고쳐 잡는다든가, 재료를 프레스형에 넣기 위해서 뒤집거나 돌리는 동작이다. 
후속동작의 편의를 위해 바른 위치로 물체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4) 조립(Asy: Assemble)
   나사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이 두 가지 물건을 어떤 정해진 위치에 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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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동작으로 동작의 종료시부터 물체에서 손을 떼는(혹은 다른 표준요소의 
수행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동작이다.

5) 사용(U: Use)
   손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동작으로서, 예를 들면 망치로 못을 박는

다든가, 나사를 조인다든가, 혹은 드릴로 구멍을 뚫는 동작이다. Use는 동작시
간 입장에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기계성능에 의해 정해져 버리는 
것이 있다. 전자는 WF를 이용하여 시간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후자는 계산이
나 실측에 의존한다.

6) 분해(Dsy: Disassemble)
   조립의 반대동작으로 결합된 물체를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치구에

서 부품을 끄집어내는 동작이다.
7) 내려놓기(Rl: Release)
   Grasp의 반대동작으로 자신의 컨트롤 하에 있던 물건을 놓아주는 동작인데, 

예를 들면 운반한 부품을 놓는다든가, 핸들에서 손을 떼는 등의 동작이다.
8) 정신과정(MP: Mental Process)
   읽는다, 검사한다, 쓴다, 측정한다, 계산한다 등을 하기 위해 인간의 사고가 요

구되는 경우이다.
4.3.3 MTM(Method Time Measurement)

MTM은 기본적으로 WF분석법과 동일한 관점에서 실시되는 것이지만, 시간표에
서 각 요소동작을 케이스(작업조건이 주는 곤란성)와 타입(상태․속도 등)에 따라 
더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동작의 크기(거리․각도)마다 시간치를 표시하고 있
다. 또 시간치는 1시간을 10만 TMU로 하는 TMU 단위로 나타낸다. 즉 1시간 = 
100,000TMU, 1분 = 1,667TMU, 1초 = 27.8TMU이다.

4.3.3.1 용도
o 생산착수 전에 능률적인 작업방법의 설정(신제품)
o 현상 작업방법의 개선
o 표준시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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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간견적
o 최선의 방법을 기초로 해서 공구설계에 활용
o 능률적인 설비, 기기류의 선택
o 표준시간에 대한 불만처리
o 작업개선의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4.3.3.2 종류
MTM의 종류에는 1948년 Westinghouse의 Maynard 등이 개발한 MTM-1과 스웨
덴 MTM협회에서 개발한 주기가 큰 작업대상의 MTM-2, 더 큰 주기를 대상으로 
한 가장 단순한 MTM-3과 MTM-V(공작기계), MTM-M(현미경), MTM-C(사무작
업), MTM-B(건축) 등이 있다.
o MTM-1은 최초의 MTM으로 정확하고 정밀하나 장시간 소요된다.
o MTM-GPD(General Purpose Data)는 MTM-1의 첫 번째 응용형이다.
o MTM-2는 낮은 정확도, 단시간(MTM-1의 1/3) 소요, 반복성이 크지 않고 작업 

cycle 중 작업자요소시간이 1분 이상인 작업에 적용된다.
o MTM-3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4개 기본동작, 10가지 시간치), 분석시간이 

MTM-1의 1/7, 생산주기가 길고 생산기간이 짧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o 4M Data는 컴퓨터를 이용한 MTM-1을 적용하며 Westinghouse사가 고안하였

다.
o MOST(Maynard Operation Sequence Technique)
o 특성화된 MTM System으로 MTM-V는 공작기계작업, MTM-M은 5~30배로 확

대된 상황에서의 손작업, MTM-C는 사무작업, MTM-B는 건축 및 건설분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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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나이 평균
팔길이

(Arm Length)
30~34세 578
35~39세 575

손직선길이
(Hand Length)

30~34세 186
35~39세 187

벽면 앞으로 뻗은 
주먹수평길이

(Grip Reach forward)
30~34세 697
35~39세 695

5.0 비상대응 수행시간
비상대응 수행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 4.0절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토대로 비상대
응 행위별 액션을 서블릭 기호로 세분하였다. 또한 서블릭 기호를 세분한 항목에 
대한 표준시간은 WF분석법을 사용하여 표준 동작시간을 적용하였다.
참고문서 3.3에 따라 한국인이 표준치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한국인 표준치수
                                                  (단위: mm)

비상대응 수행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1) 비상대응직원은 사용해야 할 장비 근처에 위치(약 20inch = 50cm)하며 

비상대응직원이 장비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배제한다.
2) 비상대응직원이 사용해야 할 장비를 찾기 위해서 머리나 몸이 회전하거

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사람이 말하는 속도는 1분간에 100단어 내지 150단어라고 한다.

상기와 같은 가정에 의거하여 비상대응 행위별 액션에서 대표적인 항목을 선정하
여 비상대응 수행시간을 산출하였다.

5.1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의 상황전파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의 상황전파 액션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종합사
령실/운영상황실에 보고하는 내용을 서블릭 기호를 토대로 세분화하였다. 본 액
션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표준시간을 대략 30,000WF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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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
Action 상황전파
행위자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 종합사령실/운영상황실
서블릭 
기호

문자
기호 내용 WFU

Sh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Fo 20
F 0
St 여러 개의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Fo 20
TE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에 손을 뻗친다. A20 58
G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잡는다. H1 16
T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 가져간다. A20D 80

P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결합한 위치를 결정
한다. Mt 10

A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댄다. A1 18
U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사용한다. I 30
Pn 절차서를 보면서 급보 및 다음 순서를 생각한다. 30,000 
DA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서 땐다. H1D 23
T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원위치에 가져간다. A20D 80
R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놓는다. H1 16
TE 손을 원위치로 한다. A20 58

총합계 30,429 

분)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행동하는 시간은 미비하나 보고하
는 내용에 따라 비상대응 수행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액션에서는 총 30,429WFU(3.0429분)이라는 수행시간이 소요된다.

(단위: 1WFU = 0.0001분)

5.2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의 비상방송 지시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의 비상방송 지시 액션에서 종합사령실/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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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
Action 비상방송 지시
행위자 종합사령실/운영상황실 ->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서블릭 
기호

문자
기호 내용 WFU

Sh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Fo 20
F 0
St 여러 개의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Fo 20
TE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에 손을 뻗친다. A20 58
G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잡는다. H1 16
T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 가져간다. A20D 80

P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결합한 위치를 결정
한다. Mt 10

A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댄다. A1 18
U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사용한다. I 30
Pn 절차서를 보면서 급보 및 다음 순서를 생각한다. 50,000 
DA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서 땐다. H1D 23
T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원위치에 가져간다. A20D 80
R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놓는다. H1 16
TE 손을 원위치로 한다. A20 58

총합계 50,429 

실에서 운전업무종사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서블릭 기호를 토대로 세분화하였
다. 본 액션에서 종합사령실/운영상황실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표준시간을 
대략 50,000WFU(5분)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종합사령실/운영상황실에서 행동
하는 시간은 미비하나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비상대응 수행시간은 달라질 수 있
다.
본 액션에서는 총 50,429WFU(5.0429분)이라는 수행시간이 소요된다.

(단위: 1WFU = 0.00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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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
Action 비상방송 실시
행위자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서블릭 
기호

문자
기호 내용 WFU

Sh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Fo 20
F 0
St 여러 개의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Fo 20
TE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에 손을 뻗친다. A20 58
G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잡는다. H1 16

T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 가져간다. A20D 80

P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결합한 위치를 결정
한다. Mt 10

A 신체(귀, 입 등)에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댄다. A1 18
U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사용한다. I 30
Pn 절차서를 보면서 급보 및 다음 순서를 생각한다. 20,000 
DA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신체(귀, 입 등)에서 땐다. H1D 23
T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원위치에 가져간다. A20D 80
RL 통신설비(전화기, 방송설비 등)를 놓는다. H1 16

5.3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의 비상방송 실시
도시․광역철도 열차 내 사고전파의 비상방송 실시 액션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비
상방송을 실시하는 내용을 서블릭 기호를 토대로 세분화하였다. 본 액션에서 운
전업무종사자가 비상방송을 실시하는 내용에 대한 표준시간을 대략 
20,000WFU(2분)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행동하는 시간은 미
비하나 방송 내용에 따라 비상대응 수행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액션에서는 총 20,429WFU(2.0429분)이라는 수행시간이 소요된다.

(단위: 1WFU = 0.00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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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손을 원위치로 한다. A20 58
총합계 20,429 

Activity 도시·광역철도 열차출입문 개방
Action 열차출입문 개방
행위자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서블릭 
기호

문자
기호 내용 WFU

Sh 열차출입문 개방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Fo 20
F 0
St 여러 개의 스위치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Fo 20
TE 열차출입문 개방 스위치에 손을 뻗친다. A20 58
G 열차출입문 개방 스위치를 잡는다. H1 16
U 열차출입문 개방 스위치를 사용한다. 10,000
RL 열차출입문 개방 스위치를 놓는다. H1 16
TE 손을 원위치로 한다. A20 58
I 열차출입문이 개방되었는지 확인한다. Mt 20

총합계 10,208 

5.4 도시․광역철도 열차출입문 개방의 열차출입문 개방
도시․광역철도 열차출입문 개방의 열차출입문 개방 액션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열차출입문을 개방하는 내용을 서블릭 기호를 토대로 세분화하였다. 본 액션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열차출입문 개방스위치를 사용하는 표준시간을 대략 
10,000WFU(1분)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운전업무종사자가 열차출입문 개방스위
치 사용 숙달정도에 따라 비상대응 수행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액션에서는 총 10,208WFU(1.0208분)이라는 수행시간이 소요된다.

(단위: 1WFU = 0.0001분)

5.5 도시․광역철도 방호장비 착용의 방호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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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도시·광역철도 방호장비 착용
Action 방호장비 착용
행위자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서블릭 
기호

문자
기호 내용 WFU

Sh 방호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 Fo 20
F 0

TE 방호장비에 손을 뻗친다. A20 58
G 방호장비를 잡는다. H1 16
U 방호장비를 사용한다. 30,000
I 방호장비 착용이 잘되었는지 확인한다. Mt 20

총합계 30,114

도시․광역철도 방호장비 착용의 방호장비 착용 액션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방호
장비를 착용하는 내용을 서블릭 기호를 토대로 세분화하였다. 본 액션에서 운전
업무종사자가 방호장비를 착용하는 표준시간을 대략 30,000WFU(3분)으로 가정하
였다. 따라서 운전업무종사자가 방호장비 착용에 대한 숙달정도에 따라 비상대응 
수행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액션에서는 총 30,114WFU(3.0114분)이라는 수행시간이 소요된다.

(단위: 1WFU = 0.00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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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 리와 철도종사자 안 리에 한 안 활동별 

련 지침  규격(추천서) 구성 체계(안)

안전활
동분야 지침 내 용 규격(추천서) 비고

1.6 사고

원인 분

석

8.8 기

술, 교육

훈련  

통 제 제

계의 수

립

19.3 

험 도 제

어 방 안 

개발

인 오류 

리 시

행지침 

(안)

제1조(목 ) -

제2조(용어정의) -

제3조(인 오류 리 로그램) -

제4조(인 오류 리의 목표  
범  결정)

-

제5조(사고  운 경험의 반
)

․철도 인 행 개선시
스템의 구축  운용 
규격(안)

제6조( 험도 에서의 안
기능  인 오류 분석)

-

제7조(직무분석  직무부하 분
석)

․철도 안 업무종사자
의 직무부하 분석  

리 규격(안)

제8조(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제9조( 차서 개발  리)
․인 요인 측면의 비상

응 차서 작성 규격
(안)

제10조(인 오류 리 로그램
의 주기  평가  개선)

-

9.8 철도

종사자 

련 

험도 통

제체계 

수립

철도종사

자 안

리 시

행지침

(안)

제1조(목 ) -

제2조(용어정의) -

제3조(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
격 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 규격
(안)

제7조(철도종사자 교육  훈
련)

제5조(철도종사자 성검사 
리)

․철도종사자 성검사 
규격(안)

제6조(철도종사자 신체검사 
리)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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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 리 시행지침(안)

제1조(목 ) 본 지침은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로 인한 

인 ･물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내 철도 산업의 안 성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기 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

에서 특별히 규정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안 업무종사자”라 함은 철도종사자  운 업무종사자(기

사, 부기 사, 기장, 장비운 원 등), 제업무종사자( 제사 

등),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환기 는 조작  등을 취

하는 자(열차운용원 등)를 말한다.  

  2. “인 오류”라 함은 작업자의 의식 인 는 무의식 인 행

에 의해 , 기기, 환경에 하여 의도한 목 과는 다른 바

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한 그때의 행 를 말한다.

  3. “인 오류 리”라 함은 인 오류의 체계 인 분석을 통해 

인 오류의 근본 원인을 악하고, 효과 인 방법을 통하여 

인 오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인 오류의 발생을 방

지하거나 감시키고, 인 오류가 발생하 을 때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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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리하는 제반 업무 체를 말한다.

  4. “인 행 개선시스템”이란 작업자의 인 오류 발생 감을 

통한 체의 안  확보를 하여 사고  장애에 포함된 인

오류를 체계 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직무부하”란 작업자가 직무의 목 을 달성하려는 활동을 하

면서 느끼는 직무의 어려운 정도(難度)를 말한다.

제3조(인 오류 리 로그램) ①철도 사업자는 안 업무종사자

의 인 오류를 체계 으로 평가하고 리하여야 한다.

1. 철도 사업자는 인 오류를 극 인 리의 상으로 인

식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한 구체 인 인 오류 

리 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인 오류 리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험도 리 체계

와 차를 따른다.

   - 인 오류 리의 목표  범  결정

   - 회고 (retrospective)  견 (prospective) 인 오류 

분석

   - 인 오류 리 분야  방법 결정

   - 분야별로 정의된 인 오류 리 방법 시행

   - 인 오류 리 수  평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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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오류 리 로그램 검토  개선

②철도 사업자는 인 오류 리를 한 조직과 문인력을 운용

해야 한다.

1. 철도 사업자는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로그램

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으로 개선

하며 리할 조직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문인력을 운용

해야 한다.

2. 인 오류 리 문인력은 철도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인간공학/안 공학 이론  실무에 한 기본 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인 오류 리의 목표  범  결정) ①국가의 안 목표 

 철도 안 목표에 부합하는 인 오류 리 목표를 설정하여

야 한다. 인 오류 리 목표는 실  가능해야 하며, 정량화가 

가능해야 한다.

1. 인 오류 리 목표는 국가 인 철도 안 목표를 기 으

로 설정되어야 한다.

2. 인 오류 리 목표는 철도 사고  운행장애 통계자료의 

분석 결과와 험도분석 결과, 그리고 안 리 활동의 평

가를 바탕으로 정량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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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오류 리 목표는 지속 인 안 개선을 진시킬 수 

있어야 하고, 철도 산업의 안 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야 한다.

②인 오류 리 범 는 운  경험 자료와 험도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우선 순 와 인 오류 리 목표의 달성 에서 결

정되어야 한다.

1. 단기 으로는 앞서 정의한 안 업무종사자를 리 상으

로 하나, 장기 으로는 철도 사고  운행장애의 경험 분

석  험도 평가를 통하여 리 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리 범 는 상기 리 상자의 선발, 자격, 업무 성 평

가, 교육/훈련, 조직, 직무 련 시스템, 그리고 모든 정상

직무와 비정상/비상 직무를 상으로 한다.

제5조(사고  운  경험의 반 ) ①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를 하여 국내외 철도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운행장애, 

운 경험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 반 해야 한다.

1. 안 업무종사자와 련된 사고  운행장애를 포함한 국

내외 철도 산업의 모든 운  경험은 체계 으로 분석되어

야 한다.

2. 근본 원인이 악되고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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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리 방안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3. 안 업무종사자와 련된 모든 운 경험은 련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②철도 사고  운행장애의 분석은 인 오류의 원인 악  효

과 인 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

하여야 하며, 세부 인 사항은 “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

축  운용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철도 사고  운행장애 조사  분석에서 ‘취 부주의’

가 원인으로 분류되면, 인 오류의 근본 원인을 체계 으

로 분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한

다.

2. 인 오류의 분석 상은 앞에서 정의한 안 업무종사자를 

1차 상으로 하되, 장기 으로 철도 차량  시설 유지보

수원까지 확  용하여야 한다.

3. 인 오류의 원인분석  재발방지 책을 도출하기 하

여 체계 인 인 행 개선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 행 개선시스템은 인 오류의 원인, 발생 과정  결

과를 추 , 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차를 포함하여야 한

다.

  - 인 행 개선시스템은 인 오류와 련된 다양한 상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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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업자 련, 직무 련 작업환경 련, 조직 련)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 행 개선시스템은 인 오류의 유형  다양한 원인

요소들을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분석기

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 행 개선시스템은 발생한 인 오류의 재발 방지를 

한 책들을 체계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 행 개선시스템은 일정한 사  교육을 받은 철도 종

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사고나 운행장애를 직  래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나 운행장애

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경험을 비롯하여 지침/규정의 수로 인해 

오히려 안 에 이 되었던 문제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아차

사례 보고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은 보고자의 익명성을 법 으로 보

장하고 자발 인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2. 보고된 문제 을 분석하는 기 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

여 교훈이나 개선책을 장에 하여야 한다.

3. 분석이 완료되기 이 이라도 해당 문제 이 안 에 심각

한 해를 미치고 있어 긴 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인적오류 관리 시행 지침 (안)

- 7 -

경우에는 즉시 장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험도 에서의 안 기능  인 오류 분석) ① 험도

분석 정보를 근거로 안 업무종사자와 련된 주요 안 기능과 

인 오류를 악하여야 한다.

1. 험도분석을 통하여 주요 사고 시나리오와 련된 안

업무종사자, 련 안 기능  직무를 악하여야 한다.

2. 험도분석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인 오류의 유형을 

악하고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인 오류의 악과 평가에는 한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간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철도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의 유형과 발생 메커니즘  

오류 향인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인간신뢰도분석은 철도 사고  험도에 향을 미치는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험도분석과 인간신뢰도분석을 근거로 사고의 방지  처 

에서 취약한 안 기능  련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를 

악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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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무분석  직무부하 분석) ①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를 하게 평가하고 리하여야 하며, 세부 인 사항은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안 업무종사자의 정상, 비정상, 비상 직무의 유형과 특성

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한 수 의 직무분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유형과 상황별로 직무부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평가에는 모든 일상 업무와 비상

시 업무를 포함해야 하며, 체계 인 직무부하(업무량 평가) 평가

를 통하여 취약한 직무를 악하고 합한 수  이하로 직무부

하를 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①안 업무종사자의 주요 

직무에 련된 모든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인간공학  

에서 검토되고 리되어야 한다. ②안 업무종사자와 련된 시

스템의 설계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것이 인 오류의 유발 가

능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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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서 개발  리) ①안 업무종사자의 모든 주요 직무

에 하여 수행 차서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여야 

한다. ②비상 응 차서를 포함하는 모든 차서는 인간공학 원

칙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기술 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

고, 명확하며, 사용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서는 

“인 요인 측면의 비상 응 차서 작성 규격”에서 정한 바를 참

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인 오류 리 로그램의 주기  평가  개선) ①사업

자는 안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리 로그램이 제 로 이행

되고 있는지 주기 으로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인 오류 

리의 이행 상태와 장단 을 악하여 리 로그램을 지속

으로 유지･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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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 규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 ) 본 규격은 “인 오류 리 시행지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 을 하여 철도종사자의 인 행  개선

을 한 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요건을 정함을 목 으

로 한다.

제2조( 용범 ) 철도운 자 는 철도시설 리자(이하 “철도운

자등”이라 한다)는 인 행 개선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하

여 본 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규격

에서 특별히 규정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인 행 개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철

도사고 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에 내재되

어 있는 인 오류를 분석하는 체계와 보고받은 아차사례를 

분석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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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 오류”라 함은 철도종사자의 의식 인 는 무의식 인 

행 에 의해 , 기기, 환경에 하여 의도한 목 과는 다

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한 그때의 행 를 말한다.

  3. “아차사례”라 함은 철도사고등을 래하지는 않았지만 철도

사고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례와 규정/지침의 수로 인해 

오히려 안 에 이 되었던 사례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문인력 는 소속 철

도종사자를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기 보, 사건 련자들의 진술서, 사진 

는 상자료, 기록장치에 장된 자료 등 철도사고등과 련

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6. “자료 등”이라 함은 자료  분석된 결과를 말한다.

제4조(주체  상) ①철도운 자등은 시스템의 구축  운용

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등은 시

스템을 이용하여 철도사고 는 운행장애에 내재되어 있는 

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차사례를 수 받고 

분석하여야 한다.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규격 (안)

- 13 -

제5조( 탁) ①철도운 자등은 인 오류의 원인분석 활동에 있

어서 일부 는 부를 외부기 에 탁할 수 있다. ②철도운

자등은 아차사례의 수  분석 활동에 있어서 일부 는 

부를 외부기 에 탁할 수 있다. ③제15조 제1항을 제외하

고는 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운 자등에게 있다.

제6조( 문인력) ①철도운 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한 인 오류 

분석을 하여 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

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부를 외부기 에 

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운 자등은 7년 이

상의 철도분야 경력이 있는 자 에서 인 오류 분석자를 선

발 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제2항의 인 오

류 분석자를 하여 시스템 사용에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

간공학  안 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한 심층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 ①철도운 자등은 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 자등은 제1항에 의한 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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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의 목

  2. 규정의 용범

  3. 용어의 정의

  4. 시스템의 하드웨어 요건

  5. 시스템의 소 트웨어 요건

  6. 문인력의 선발 는 지정

  7. 문인력의 권한  책임

  8. 문인력의 교육

  9. 인 오류 분석의 주체, 상, 차

  10. 아차사례 분석의 주체, 상, 차

  11. 규정의 작성, 유지, 제출

  12. 자료등의 유지, 열람, 제출

  13. 그 밖에 철도운 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 이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규정의 제출을 요

청하는 경우 철도운 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 은 규정의 문 인 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안  문기 에 규정의 타당성 등에 

한 검토 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 은 

제출 받은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운 자등에게 규정의 보완 는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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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는 변경을 요구 받은 철도운

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

한 경우 

  2. 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하여 부 합한 사항을 정한 경우

제2장 시스템 구축 요건

제8조(시스템 구축) ①철도운 자등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등은 시스템 구축과 

련하여 필요시 한 외부기 에 임할 수 있다. 단, 모든 

책임과 의무는 철도운 자등에 있다.

제9조(하드웨어 설계 요건) ①분석 결과를 철도종사자가 확인

하고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웹기반

(web-based)의 컴퓨터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시스템의 앙컴

퓨터에 비인가자의 물리  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안 한 장소에서 리하여야 한다. ③자

료등의 보존을 하여 이  장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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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시 에도 자료등의 손실을 방지하고 일정시간 이상 시스

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로그램 설계 요건) ①자료등의 유지  활용 가치를 

극 화하고 철도종사자의 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 라우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② 로그램은 비인가 사

용자의 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로그인 기능을 구 하여야 

한다. ③사이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사용

하여 자료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분석 진행상황이 추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⑤시스템의 자료등은 앙의 데이터베

이스에서 리 운 함으로써 리의 안 성, 데이터의 신뢰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시스템은 사용자에 한 훈련모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사용 상황에 알맞은 도움말 기능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⑦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항시 근이 가능하도

록 일정수  이상의 가동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사용자의 

동시 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설계 요건) ①시스템은 인 오류와 련된 다양한 

상황요소(철도종사자・직무・작업환경・조직 련 등)를 분석

할 수 있어야 한다. ②시스템은 인 오류의 유형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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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요소들을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분석기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은 발생한 인 오류의 재발 

방지를 한 책들을 체계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은 일정한 사  교육을 받은 

분석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3장 시스템 운용 요건

제12조(인 오류 분석) ①철도운 자등은 철도사고 는 운행

장애 조사시 인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고 단되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등은 제1항에 의해 인 오류를 

분석할 때에는 모든 자료등에 하여 소속 철도종사자가 그 

진행상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거의 철도사고 는 운행장애를 분석할 때에도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④분석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

의 세부 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아차사례 분석) ①아차사례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

을 안 자 는 발생될 것이 상된다고 단되는 자는 시스

템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철도운 자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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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아차사례는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아차사례의 수・분석・결과・ 책 

등에 하여 소속 철도종사자가 그 진행상황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아차사례 보고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석은 제12조 제4항을 용한다.

제14조(자료등의 보존・열람・활용  제출) ①철도운 자등

은 시스템의 자료등을 보존  유지・ 리하여야 한다. ②철

도운 자등은 제1항의 모든 자료등에 하여 소속 철도종사

자가 장소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자료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단하는 경우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철도운 자등은 분석한 결과를 

소속 철도종사자에게 한 방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철도운 자등은 분석이 완료되기 이 이라도 분석을 

하면서 인지한 사실이 철도 안 에 심각한 해를 미치고 있

어 긴 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

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 이 제1항의 자료등의 제출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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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는 경우 철도운 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된 자료등에 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 은 제14

조 제5항에 의하여 철도운 자등이 제출한 분석 결과가 미흡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석을 지시하거나 철도운 자

등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장 이 지정하는 외부기 에 인

오류 분석 는 아차사례 분석을 의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 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격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철도운 자등이 철도사고등의 조사 보고와 련

하여 이 규격 시행 에 발생한 철도사고등에 한 철도운 자

등의 조사 보고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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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인 오류 분석 세부 차(제12조 련)

1. 용범

  철도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인 오류 분석의 세부

차에 해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작업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인 오류 분석 차

 가. 분석을 비한다.

   (1) 분석 상 철도사고등과 련한 자료를 입수하여 체 인 

개요를 악한다.

   (2) 분석 상 철도사고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여러 ‘단 ’로 구

분하고 발생시각, 련 철도종사자, 내용 등을 기록한다.

   (3) 입수한 자료 이외에 각 ‘단 ’마다 수집해야 할 추가 자료

(규정 등의 문서, 기록장치 는 산장치에 장된 자료, 

면담이 필요한 련 철도종사자, 기타 증거자료 등)가 있는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규격 (안)”의 별표 1

- 21 -

지를 악한다.

 나. 자료를 수집한다.

   (1) 가.(3)의 추가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피면담자를 

어떻게 면담할 것인지에 해 계획을 세운다.

   (2) 계획에 따라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따라 

가.(2) 부분을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한다.

   (3) 철도사고등과 련된 철도종사자에 한 면담을 통해 작업

자・직무・작업환경・조직 련 상황을 분석하고 인 행

를 분석한다.

   (4)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서로 모순되거나 부족

한 부분이 발견되면 나.(2) 는 (3) 단계로 돌아가 다시 자

료를 수집하거나 면담을 한다.

 다. 사건을 재구성한다.

   (1) 시각에 따른 사건의 상황과 인 행 자의 행 를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한다. 서로 모순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

면 나.(2) 는 나.(3) 단계로 돌아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거나 면담을 한다.

   (2)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인 오류에 해당하는 행 들에 하

여 분석 상 인 오류로 선정한다.

 라. 원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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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 상 인 오류가 어떤 직무와 련이 있는지, 어느 오

류유형에 해당하는지에 해 분석한다.

   (2) 원인요소를 분석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요소가 분석 상 

인 오류에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 작업자의 정신 , 신체  상태

- 작업자의 지식, 경험, 능력

- 직무의 특성

- 작업장 내의 도구  장비 는 온도  습도 등과 같은 

물리  환경

- 열차, 기반시설, 외부환경

- 규정 는 업무 차서 등

- 작업자의 선발, 배치, 교육훈련, 평가 등의 인 자원 리

- 작업자간 의사소통

- 소속 부서(조직)의 특성, 문화  리, 감독

   (3) 분석 상 인 오류가 발생한 사실의 인지  오류 응에 

하여 분석한다.

   (4) 분석 상 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방

지벽이 없었는지에 하여 분석한다.

   (5) 분석 상 인 오류 각각에 한 원인분석의 결과를 검토하

여 핵심원인을 선정한다.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규격 (안)”의 별표 1

- 23 -

 마. 방 책을 마련한다.

   (1) 앞 단계에서 결정된 철도사고등의 핵심원인 각각에 해 

방 책(하드웨어  시스템 개선 는 행정/ 차  제

도 개선 등)을 작성한다.

   (2) 방 책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 인지에 하여 다각 으

로 평가한다.

 바.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1) 이  단계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인 오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인 오류 분석 보고서를 책임자가 검토하고 보고체계에 따

라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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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리 

규격(안)

제1조(목 ) 본 규격은 “인 오류 리 시행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상

으로 높은 부하의 직무에 해서는 그 부하를 낮춰주기 

한 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요

건을 정하여 인 오류로 인한 철도사고 는 운행장애의 발생 

감소를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철도운 자  철도시설 리자(이하 “철도운 자

등”이라 한다)는 소속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

를 평가  리함에 있어서 본 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규격

에서 특별히 규정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종사자”라 함은 철도운 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안 업무종사자”라 함은 철도종사자  운 업무종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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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기 사, 기장, 장비운 원 등), 제업무종사자( 제사 등),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환기 는 조작  등을 취 하는 

자(열차운용원 등)를 말한다.  

  3. “직무분석”이라 함은 철도종사자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일

정한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한 각 직무에 해서는 그 직무의 

최종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철도종사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 를 찰하여 시간 는 수행 순서 로 나타내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

  4. “직무부하”라 함은 철도종사자가 직무의 목  달성을 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말한다.

  5. “직무부하 평가”라 함은 철도종사자의 직무부하를 정량 으

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직무부하 리”라 함은 직무부하 평가를 통하여 악된 높

은 부하의 직무에 하여 부하를 낮춰주기 한 합리 인 책

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인 오류”라 함은 철도종사자의 의식 인 는 무의식 인 

행 에 의해 , 기기, 환경에 하여 의도한 목 과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한 그때의 행 를 말한다.

제4조(주체  상) ①철도운 자등은 소속 안 업무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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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리 활동에 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안 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부류의 철도종사자에 하여도 제1항에 하여 직무를 분석

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리 활동에 반 하여야 한다.

   1. 최근 과거 3년 동안, 안 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한 부

류 철도종사자의 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운행장애 발생

건수와 안 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모든 부류 철도종사

자의 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운행장애 발생건수의 비율

이 20/100을 과하는 경우

   2. 최근 과거 5년 동안, 안 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 오류로 인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해양부장 의 요청

이 있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

에 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체 직무를 상으로 직무

부하 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직무부하 리에 반 하여야 한

다. 단, 변경의 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 일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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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 

일부가 변경된 경우

  ④철도운 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철도종사자의 직

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리활동에 반 할 수 

있다.

제5조( 탁) ①철도운 자등은 소속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

하거나 직무부하를 평가하는 활동에 있어서 일부 는 부

를 외부기 에 탁할 수 있다. ②직무부하 리에 한 업무

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 에 

탁할 수 없다. ③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탁을 

제외하고는 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운 자등에게 있다.

제6조(시기) ①매 2년마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

여 직무부하 리에 반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등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2년이 되기 에 직무분석  직무부하 

평가를 수행하여 리 활동에 반 할 수 있다. ③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매년 1월 1일을 기 으로 한다. ④제4조 

제2항 제3호는 국토해양부장 이 지정한 기간까지 완료하여

야 한다. ⑤제4조 제3항은 직무의 일부가 변경된 이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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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문인력) ①철도운 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를 

한 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5조에 따

라 부를 외부기 에 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운 자등은 직무분석을 실시할 각 직무분야마다 1인 

이상의 직무분석자를 선발 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직무분석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철도운 자등은 직무부하를 

리할 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철도운 자

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리를 하여 선

발 는 지정한 문인력에 하여 인간공학  안 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한 기본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①철도운 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

부하 리에 필요한 직무부하 분석  리에 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

등은 제1항에 의한 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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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의 목

  2. 규정의 용범

  3. 용어의 정의

  4. 문인력의 선발 는 지정

  5. 문인력의 권한  책임

  6. 문인력의 교육

  7. 직무분석의 주체, 상, 시기, 차

  8. 직무부하 평가의 주체, 시기, 상, 차

  7. 직무부하 리 활동의 수립  시행

  9. 규정의 작성, 유지, 제출

  10. 자료의 유지, 열람, 제출

  11. 그 밖에 철도운 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 이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규정의 제출을 요

청하는 경우 철도운 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 은 규정의 문 인 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안  문기 에 규정의 타당성 등에 

한 검토 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 은 

제출 받은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운 자등에게 규정의 보완 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는 변경을 요구 받은 철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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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리 활동에 부 합한 사

항을 정한 경우 

제9조(직무분석)  철도운 자등은 인간공학이나 안 공학 분야 

 기타 련분야의 문가들 사이에서 성이 확인된 직

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

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별표 1의 세부 차에 따라 직무를 분

석한다.

제10조(직무부하 분석) 철도운 자등은 인간공학이나 안 공학 

분야  기타 련분야에서 충분히 검증된 직무부하 분석 방

법을 사용하여 직무부하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

법이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세부 차에 따라 직무부하를 분

석한다.

제11조(직무부하 리) 철도운 자등은 직무부하 분석결과에 

의해 직무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에 해서는 직무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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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주기 한 한 책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존・열람  제출) ①철도운 자등은 직무분

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리 등에 한 자료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등은 제1항의 자료에 하여 

소속 철도종사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 이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 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된 자료에 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 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철도운 자등이 제출한 직무분석 는 직무

부하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석 

는 재평가를 지시하거나 철도운 자등으로 하여  국토해양

부장 이 지정하는 외부기 에 직무분석 는 직무부하 평가

를 의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 자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 은 

철도운 자등이 제출한 직무부하 리의 시행상황이 미진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독 하거나 철도운 자등

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장 이 지정하는 외부기 에 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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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리를 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 자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격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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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직무분석 세부 차(제9조 련)

1. 용범

  철도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직무분석의 세부 차에 

해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HMI 

   철도종사자가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정보를 인식

하고 제어 는 조작하는 행 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모든 

장치 는 기기를 HMI (Human-Machine Interface)라고 말한

다.

 나. 직명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을 말하며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제사, 기 사, 열차운용원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 직무분석 차

 가. 사  계획을 수립한다.

   (1) 모든 철도종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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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직무분석 수행 상  기간 등에 하여 사 에 

알린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철도종사자를 상으로 직

무분석의 취지 등에 해 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3) 사  공지  교육을 포함하여 직무분석 활동 반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나. 철도종사자의 모든 직무를 찰하여 기록한다.

   (1) 직무분석가는 반드시 장에서 직  철도종사자를 찰하

며 철도종사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모든 직무를 찰하

여 기록한다. 단, 비정상 직무 는 비상 직무와 같이 직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험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철도종사자가 HMI를 통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해서는 주

의깊게 찰하고 기록한다.

   (3) 기록의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 상녹화 는 음성녹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려면 철도종사자에게 상・기

간・방법 등을 사 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직무분석가의 찰  기록하는 모든 행동들이 철도종사자

의 고유 직무 수행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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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철도종사자 개개인의 인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6) 여러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기 하여 직무분석가는 

어느 하나의 직무에 해서도 같은 부류의 여러 철도종사자

를 수회 는 수일에 걸쳐 찰하고 기록한다.

 다. 직무분석서 안을 작성한다.

   (1) 찰하여 기록한 내용을 당한 직무로 분류하고 각 직무

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2)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직무분석서를 작성하되, 철도

종사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시간 는 수행 순서 로 기술한

다.

 라. 직무분석서 안을 수정한다.

   (1) 완성된 안에 해 해당 철도종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견을 반 하여 직무분석서 안을 수정한다.

 마. 직무분석서를 완성한다.

   (1) 안을 수정하여 직무분석서를 완성한다.

   (2) 완성된 직무분석서에 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3) 의견을 반 하여 최종 으로 직무분석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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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직 무 분 석 서

Ⅰ. 직무분석자

소속

성명

Ⅱ. 상

일시

장소

직명

Ⅲ. 내용

직무번호 직무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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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무부하 분석 세부 차 (제10조 련) 

1. 용범

  철도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직무부하 분석의 세부

차에 해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NASA-TLX

   설문 응답자가 6개의 항목(정신  요구량, 육체  요구량, 시간

 요구량, 노력, 직무성취도, 당혹감)에 해 0에서 100사이의 

임의의 수를 할당하면 이들의 평균을 통해 체 인 직무부

하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주  직무부하 평가방

법을 말한다. 

3. 직무부하 분석 차

 가. 사  계획을 수립한다.

   (1) 모든 철도종사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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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직무부하 분석 수행 상  기간 등에 하여 

사 에 알린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철도종사자를 상으로 직

무부하 분석의 취지 등에 해 사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

며 특히, 정확한 분석을 하여 이러한 직무부하 분석이 철

도종사자 개개인의 직무능력 평가 는 인사상의 평가와는 

계 없음을 충분히 알린다.

   (3) 직무부하 분석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

한다.

 나. 설문지를 작성한다.

   (1) 철도운 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

성한다.

   (2) 설문지는 철도종사자의 부류별로 한 묶음으로 제작한다.

 다.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다.

   (1) 해당 철도종사자 모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율 으로 

응답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설문지 응답・회수시 어떠한 경우에도 응답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입하게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설문지를 분석한다.

   (1) 회수된 설문지를 취합하여 다양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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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설문지가 m부, 직무가 x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직무 1번의 점수

= [[첫 번째 응답자가 직무1번에 대해서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
수 +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표시한 항목의 수 ]

+ [두 번째 응답자가 직무1번에 대해서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
수 +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표시한 항목의 수 ]

.

.

.

+ [n 번째 응답자가 직무1번에 대해서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표시한 항목의 수 ]] / n

여기서 n은 직무 1번에 대해 응답한 인원의 총수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 1번의 점수, 직무 2번의 점수, 직무 3번의 점수,⋯⋯, 직
무 x번의 점수를 모두 구한 후 각 점수를 서로 비교하여 더 큰 값을 가진 직무의 
부하가 다른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한다.

     (가) 각 직무의 상 인 부하 평가 방법은 각 직무에 해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수를 서로 비교하여 

단한다.

     (나) NASA-TLX 6개의 항목  어떤 항목이 각 직무의 직무

부하에 더 향을 많이 미쳤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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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설문지가 m부, 직무가 x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직무 1번의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a명의 평균 = [첫 번
째 응답자의 ‘정신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정신
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a번째 응답자의 ‘정신적 부하’ 항목
에  표시한 점수] / a

직무 1번의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b명의 평균 = [첫 번
째 응답자의 ‘육체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육체
적 부하’ 항목에 표시한 점수 +⋯⋯+ b번째 응답자의 ‘육체적 부하’ 항목
에 표시한 점수] / b

직무 1번의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c명의 평균 = [첫 번
째 응답자의 ‘시간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시간
적 압박’ 항목에 표시한 점수 +⋯⋯+ c번째 응답자의 ‘시간적 압박’ 항목
에 표시한 점수] / c

직무 1번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d명의 평균 = [첫 번째 응답
자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d번째 응답자의 ‘노력’ 항목에 표시한 점수] / d

직무 1번의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e명의 평균 = [(100 - 첫 번
째 응답자의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두 번째 응답자의 ‘성
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100 - e번째 응답자의 ‘성취도’ 항목에 
표시한 점수)] / e

직무 1번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총 응답자 f명의 평균 = [첫 번째 응답
자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두 번째 응답자의 ‘당혹감’ 항목에 표
시한 점수 +⋯⋯+ f번째 응답자의 ‘당혹감’ 항목에 표시한 점수] / f

여기서 a, b, c, d, e, f의 값은 서로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직무 1번에 대해서 위와 같이 6개의 항목에 대해 산출한 점수중 더 높은 점수의 
항목이 직무 1번의 직무부하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직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면 각 직무
의 직무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요소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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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직 명   ) 직무부하 조사

직무 (번호) 직무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직무에 하여 아래 평가표의 해당되는 수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평 가

정신적 

부하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머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위 직무 수행시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육체적 

부하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육체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다

위 직무 수행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

시간적 

압박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시간적으로 전혀 
쫓기지 않는다

위 직무 수행시 
시간적으로
많이 쫓긴다

노력
위 직무 수행시 
많은 집중 및 신
경을 써야한다

위 직무 수행시 
집중 및 신경 쓸 

필요가 없다

0 10 9080706050403020 100

성취도
0 10 9080706050403020 100

위 직무 수행시
수행결과가
항상 나쁘다

위 직무 수행시
수행결과가

항상 완벽하다

당혹감

위 직무 수행시
심리적인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다

위 직무 수행시
심리적인 부담이나

당황스러움을
항상 느낀다

0 10 90807060504030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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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 측면의 비상 응 차서 작성 규격 (안)

제1조(목 ) 본 규격은 철도사업자가 비상 응 표 운 차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모든 차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인간공학의 

제원칙을 반 하여 종사자의 직무수행도를 높이고, 나아가 안

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본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규격에

서 특별히 규정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차서 제목  번호체계) 각각의 비상 응 차서 제목  

번호체계는 차서 상호간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표기함으로써 

차서의 작성, 검토, 개정, 분배  사용 등의 제반 과정들이 

쉽게 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①각각의 비상 응 차서는 철도 

종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최신 개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표지에는 용차종과 차서의 번호, 제목, 개정번호, 개정일

자, 총 페이지 수 등을 표기한다. ②각각의 비상 응 차서는 

철도종사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차서의 용범 를 함

축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③ 차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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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각각의 차서 번호는 “OO-OO”으로 그 사용목 에 따라 

2자리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01, 02 등)로 표기한다.

) 비상-01, “충돌사고 비상 응 표 운 차서”

2. 단계별 조치사항 번호체계

   가) 단계별 조치사항에서 번호  기호를 사용할 때에는 

구분이 명확하여 혼동이 없도록 표기한다.

   나) 그림 1과 같이 불만족 시 조치사항은 왼쪽 란의 해

당 조치사항과 같은 행에, 동일한 단계번호를 가지도

록 해야 하며, 불만족시 세부조치사항의 번호는 왼쪽

란의 번호체계와 혼동을 피하도록 번호체계를 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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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조 치 사 항 불만족시 조치

 1.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

  1.1 (“1” 의 세부 조치사항)

    (1) (순서가 필요한 “1.1” 의 세부 조치사항 -1)

      1) (순서가 필요한 “(1)”의 세부 조치사항-1)

      2) (순서가 필요한 “(1)” 의 세부 조치사항-2)

    (2) (순서가 필요한 “1.1” 의 세부 조치사항-2)

 1. 

  1.1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과 대응되는 “1”의 세부 조치사

항-1) 

    ① (순서가 필요한 “1.1” 및“◎”의 세부 조치사항-1)

      1) (순서가 필요한 “①”의 세부조치사항 -1)

      2) (순서가 필요한 “①”의 세부조치사항 -2)

    ② (순서가 필요한 “1.1” 및 “◎”의 세부 조치사항-2)

  ◎ (순서가 불필요한 “1” 의 세부 조치사항)

    ○ (순서가 불필요한 “◎” 의 세부 조치사항

-1)

  ◎ (순서가 불필요한 “1” 의  세부 조치사항)

    ○ (순서가 불필요한 “◎” 의 세부조치사항)

그림 1 단계별 조치사항 번호체계

 ④개정번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효율 인 차서의 유지, 리를 해 첨부를 포함

한 모든 차서 페이지에 개정번호를 표기한다.

2. 개정번호는 2자리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01, 02 등)로 표

기한다.

3. 부분 인 개정인 경우에는 차서 양식의 오른쪽 여백 해당

부분에 세로 을 고, 그 오른쪽에 개정번호를 표기한다.

 ⑤ 차서의 각 페이지에는 차서의 제목과 번호, 개정번호, 개

정일  페이지 락을 방지하기 해 페이지 하단 앙에 해

당 차서 의 “ 재 페이지 순번/총 페이지 수”를 표기하고, 

견출참조페이지도 하나의 페이지로 간주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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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서의 구성) ① 차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차

서는 무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비상 응 차서

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목  : 달성하고자 의도하는 사항을 기술한다.

2) 용범  : 증상 는 용조건의 범 를 기술한다.

3) 용어 정의 : 차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4) 보체계 : 보에 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5) 차 : 단계별 철도 종사자의 조치사항을 기술한다.

6) 붙임 : 차 수행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7) 약어 정의 : 차서에 사용되는 약어를 정의한다.

② 차 수행 에 각 단계의 수행여부를 검토록 차를 간략

하게 요약하여 흐름도 형식으로 작성하며, 흐름도에는 각 단계

의 번호와 시작과 종료 확인 공간, 해당 페이지, 계속수행 는 

비순차  수행 단계  필수 확인 단계 등을 그림 2와 같이 표

기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지침의 제6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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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Instruction)

0
판단 (Decision)

*0
아니오

0

0

예 00 단계 전환

0 페이지 연결번호

진입 포인트

그림 2절차진행 확인 흐름도(Flow Chart) 심벌

제5조( 차(단계별조치사항)의 기술) ①단계별 조치사항은 간결

하면서도 정확한 의미 달이 가능해야 하고, 명확히 용어를 사

용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달할 수 있도록 “용어집”과 “조치

동사 표”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조건  단계의 논리용어”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일련의 조치 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해 “그리

고(~과, 와)”, “ 는(~나)”, “아니고”, “만약 ~이면(If)”, “~이

면(When)” 등의 논리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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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단계 내에서 “그리고(~과, 와)”와 “ 는(~나)”의 논리

용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논리문장이 애매해져서 철

도 종사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조치사항에 

“그리고(~과, 와)”와 “ 는(~나)”의 논리용어를 동시에 사용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만약 조건의 조합(combination)을 나

타내기 해 반드시 필요하다면(“A or (B and C))”, “(A or 

B) and C” 등), 조건을 그룹 짓기 해 열거형식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만약 조건문에 2개의 항목이 만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리

고(~과, 와)”를 사용할 수 있으나, 3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

어야 하는 경우에는 열거형식을 사용한다.

4. 어느 조건  일부만 만족되어도 무방한 경우에는 “ 는(~

나)”를 사용하며, 이것은 열거된 조건 모두가 만족되어도 무

방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는(~나)”가 열거된 조건 

 반드시 하나만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

라 그 표 을 명확히 한다.

) A 는(~나) B 의 하나, 다음  1개(열거형식의 경

우)~.

5. 어떤 조건이 만족된 후 철도 종사자 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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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만약 ~이면” 는 “~이면”의 형태로 조건 을 작성하

여 콤마(,)를 고 그 뒤에 “~을 수행한다.”의 형태로 조치사

항을 기술한다. “만약 ~이면”의 논리용어는 가능은 하지만 

기치 않은 상태에 사용하며, “~이면”의 논리용어는 상

되는 상태의 경우에 사용한다.

③“열거(list) 형식”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조항(clause), 조치 상(object), 안(alternative) 

등을 간결하고 에 잘 뜨이도록 기술할 수 있으며, 다수의 

항목을 계속되는 연결어의 사용을 피하고 논리 으로 단순

화할 수 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긴 열거형식은 성격별로 그룹을 지어야 한

다.

3. 다음의 용어를 사용하여 열거형식을 용한다.

   가) 다음  1개(ONE) : 열거된 사항 에 단지 1개의 항목

만을 선택할 경우에 사용한다.

   나) 다음  1개 이상(ANY 는 ANY or all) : 열거된 사항 

에 1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

다.

   다) 모두(BOTH, ALL) : 단지 2개의 사항만이 열거되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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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평가  수행하거나,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 

에 모든 항목을 평가하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논리 으로 “그리고”의 반복 인 사용과 동

등하다.

   라) ~개 이상(at least ~) : 기기의 특정 숫자를 명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④철도 종사자가 나열된 조치사항의 수행여부를 검할 수 있

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나열 항목별로 검란을 두며, 용항목 

 형식에 일 성을 유지한다. ⑤“주의  참고”는 다음을 참고

하여 작성한다.

1. 주의(Caution or Warning)

   가) 모든 단계에 용되는 주의는 첫 번째 철도 종사자 조치

단계의 앞에, 특정 단계에만 용되는 주의는 해당 조치

단계의 바로 앞의 동일한 페이지에 기술한다.

   나) 철도 종사자에게 조치결과  상태의 잠재 인 험성을 

알리기 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철도 종사자의 

조치사항을 주의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2. 참고(Note)

   가) 가능한 한 련 차의 앞부분에 치하도록 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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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항이면 차의 바로 뒤에 기술

한다.

   나)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에 해 설명을 덧붙일 경우에 사

용하며, 철도 종사자의 조치사항을 참고로 작성하여서

는 안 된다.

⑥“강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강조기법은 해당 항목별로 모든 차서에서 일 성을 유지

한다.

2. 강조하여야 할 문장이나 철도 종사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는 자의 꼴, 굵기, 크기, 이탤릭체를 용하거

나 상자  색깔 등을 이용한다.

3. 다음의 사항 등에 용할 수 있다.

o 주의 (제목  내용 포함)

o 참고 (제목  내용 포함)

o 논리용어 (그리고, 는 등)

o 차서의 번호, 제목, 각 항목 제목(목 , 용시 , 종료시

 등)

o 단계별 항목번호  주 철도 종사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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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조 는 환 차서 번호, 제목  단계

o 첨부의 부제  번호

⑦“참조  환”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참조(Reference)

   재의 차서를 수행하면서 해당 단계를 보완하기 해 

다른 차서나 수행 인 차서의 다른 단계의 정보를 이용

하기 해 필요한 경우에 용한다.

2. 환(Branching)

   가) “~로 간다.” 는 “~를 수행”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의 차서를 떠나서 다른 차서로 가거나, 는 재 

차서 내의 어느 단계로부터 동일한 차서의 다른 단계로 

가는(Jump) 것을 의미한다.

   나) 차서를 환할 때는 가능한 한 환할 구체 인 차

서를 명시한다.

제6조( 차진행 확인 흐름도) ①흐름도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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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흐름도는 정보를 제공하기 해 심벌체계를 용한 것으로

서 단과 조치 수행에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되므로 명

확하고 일 되며 이해가 쉬운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흐름도 상의 문자는 독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크고 화살

표는 구분에 혼동이 없도록 간격을 충분히 벌려야 한다.

3. 인 실수를 방지하도록 다이어그램의 배열순서와 시각 인 

고려를 한다.

4. 공간이 제한되므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정보를 기술한다.

5. 단과 지시의 심벌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과 완료의 검과 

단계가 치한 페이지의 표기를 한 공간을 마련한다.

⑥심벌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1. 단(Decision)

   다이아몬드 내에 치하며, “ ”와 “아니오”를 묻고 “ ”는 

아래로 “아니오”는 우측으로 나가는 단순한 질문 형태를 가

진다.

2. 지시(Instruction)

   사각형 내에 치하며, 최 한 간략하게 기술하여 단순한 동

사와 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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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입 포인트(Entry Point)

   타원형 내에 치하며, 최 한 간략하게 기술한다.

4. 흐름경로(Flowpath)

   흐름도 내에서 원활하고 실수 없는 이동을 지시하며, 각 경

로에는 1개 이상의 화살표를 표기하고 진행 방향은 화살표

가 있는 쪽이다.

5. 화살표(Flowline)

   가) 진행방향은 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간다.

   나) 모든 심벌의 좌측이나 상부로 들어가고, 우측이나 하부

로 나간다.

   다) 불필요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길게 유지하거나, 는 교

차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문장작성기법) ①철자는 문법에 맞고 철도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 말을 사용한다. ②“하이 (-)”은 복합

어를 구성하는 단어 사이에 삽입하거나, 부가 인 설명이 요구

될 경우에 사용한다. ③“구두법”은 용이한 내용 이해와 독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문장 의 구두  사용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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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많은 구두 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1) 콜론( : )

  뒤의 여러 항목을 나열해야 할 경우에 콜론을 사용한다.

)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지 확인한다:

2) 콤마( , )

   콤마는 분명하고 읽기 쉽게 하기 해 조건구문의 뒤에 사

용한다. 콤마의 사용이 많다는 것은 지시사항이 무 복잡

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문장을 분리해서 

작성한다.

3) 호( ( ) )

   호는 차서의 다른 표 을 나타내거나, 어느 단계나 용

어를 보충하기 해 사용한다.

4) 마침표( . )

   마침표는 완성된 문장의 끝부분이나 소수  이하 숫자 표

시를 할 때 사용한다.

5) 인용 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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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스 치 치 등의 이름을 특별히 표기할 때 사용한다.

④ 차서 내의 어휘는 훈련받은 철도 종사자가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어휘를 사용하며 다음의 기 에 따른

다.

1. 통상 으로 사용되는 짧은 음 로 이루어진 간단한 단어를 

사용한다.

2. 의사 달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약어를 사용한다.

3. 동의어는 혼란을 유발하므로 하나의 상이나 조치에는 동

일한 용어를 일 되게 사용한다.

4. 추상 이거나 포 인 의미의 단어보다는 구체 이고 명확

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

5. 문어체 인 공식 인 단어보다는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단

어를 사용한다.

6.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단어보다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사용

한다.

7. 조치동사는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한다.

⑤“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소수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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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0”을 붙여(0.1등) 표기한다. ⑥“약어”는 다음과 같은 기

을 따른다.

1. 약어에 익숙하지 않은 철도 종사자에게 혼란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최소화하며,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고 그 의

미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2. 모든 차서에서 동일한 형태와 의미로 사용하고 의문이 있

는 경우에는 완 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3. 문 약어는 문자로 표기하며, 사용에 혼란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침표를 생략한다.

제8조(인쇄형식) ①인쇄 형식은 다음의 기 을 따른다.

1. 차서의 외형은 “A4 종” 크기로 한다.

2. 페이지의 완 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페이지는 상하, 

좌우 양쪽 끝과 일정 여백을 가진 테두리선을 가져야 한다.

3. 테두리선과 본문 내용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4. 본문  테두리선은 책자화 했을 때 가려지지 않도록 정렬

한다.

5. 페이지 표기는 하부 테두리선 아래 앙에 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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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 응 차서의 본문의 씨는 명조체의 기본형  활용형

을 사용하고, 10 Font 이상의 크기로 하며, 강조체의 경우는 이 

지침 제5조 6항에 따라 선택하되 모든 차서에서 일 되게 

용한다. ③“지질  색상”은 다음의 기 을 따른다.

1. 체 차서에는 동일한 종이의 지질을 사용하고, 문장과 그

림, 표 등에 용된 색상이 본래의 색을 일 성 있게 나타나

도록 인쇄한다.

2. 사용되는 색상의 수는 필요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최소한

으로 한다. 특정한 정보를 표시하기 해 사용한 색상을 다

른 정보를 표시하기 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요한 정보에 해 철도 종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해

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이 효과 이나 무 많이 사용해

서는 안 된다.

4. 색상과 의미는 표 1과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에 철도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색상에 한 연상 의미가 철도 종

사자에게 이미 리 사용되고 있다면 그 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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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연상 의미 주목성 보색

적색(red)

위험함(unsafe)

위험(danger)

경보상태(alarm state)

뜨겁다(hot)

열림/흐름(open/flowing)

닫힘/멈춤(closed/stopped)

좋음(good) 흰색(white)

노란색(yellow)

위험(hazard)

주의(caution)

비정상 상태(abnormal state)

오일(oil)

좋음(good)

검정색(black)

어두운 청색(dark 

blue)

녹색(green)

안전(safe)

만족할 만한(satisfactory)

정상 상태(normal sate)

열림/흐름(open/flowing)

닫힘/멈춤(closed/stopped)

나쁨(poor) 흰색(white)

밝은 청색

(light blue(cyan))

조언(advisory)

탄산수(aerated water)

차갑다(cool)

나쁨(poor) 검정색(black)

어두운 청색(dark 

blue)

조언(advisory)

미처리된 물(untreated water)
나쁨(poor) 흰색(white)

심홍색(magenta) 경보 상태(alarm state) 좋음(good) 흰색(white)

흰색(white)
조언(advisory)

증기(steam)
나쁨(poor)

녹색(green)

검정색(black)

적색(red)

어두운 청색(dark 

blue)

심홍색(magenta)

검정색(black) 배경(background) 나쁨(poor)

흰색(white)

밝은 청색(light blue)

노란색(yellow)

표 1 전형적인 색상과 의미

④문장, 그림, 표 등을 작성하는 소 트웨어는 각 부분별로 구

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흐름도 작성용으로 용한 워포인

트, 비지오 등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것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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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안 리 시행지침(안)

제1조(목 ) 본 지침은 철도의 각 직무 특성에 합한 인력을 선

발하고 리함으로써 인 오류로 인한 사고  운행장애를 

이고 이에 따르는 인 ․물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내 철도 산

업의 안 성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기 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

에서 특별히 규정한 정의를 제외하고는 철도 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 ①운 업무종사자는 각 직무에 

합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주기 인 업무 성 평가와 자격 심

사를 통해 이의 갱신  유지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운 업

무종사자의 자격 리에 한 세부 사항은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해야 한다. 

제4조(교육  훈련) ① 사업자는 안 업무종사자의 각 직무에 

합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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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은 일상 직무뿐만 아니라 비상시의 체계 인 응에 

한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 을 반 하여야 한

다.

1. 철도사고 험도분석 결과를 반 하여 교육  훈련 로

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안 에 요한 사고 시나리오  인  직무를 악하고 

이에 한 교육  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철도 운 업무종사자 훈련용 시뮬 이터는 다양한 비상상

황을 연출하여 운 업무종사자의 비상 응 운  직무수행

능력을 정량 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4. 철도 운 업무종사자 훈련용 시뮬 이터는 험도분석 결

과에서 악된 주요 사고 시나리오의 모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제5조( 성검사) ①직무에 합한 인력의 배치  지속 인 활용

을 해 철도종사자에 한 성검사를 주기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철도종사자 성검사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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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체검사) ①직무에 합한 인력의 배치  지속 인 활용

을 해 철도종사자에 한 성검사를 주기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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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 규격(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규격은 “철도종사자 안 리 시행지침(안)”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 업무종사자에 한 최소의 자격요

건 기 을 정하여 철도안 을 확보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이 규격은 철도운 업무 종사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리하는 자에게 용한다.

   1.신체검사

   2. 성검사

   3.교육훈련

   4.운 면허

   5.실무수습

   6.안 교육

   7.면허 갱신  자격검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 ”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 으로부터 운 면허

교육훈련( 제업무교육을 포함한다) 기 으로 지정받은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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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철도안 문기 ”이라 함은 철도안 분야에 종사하는 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목 으로 국토

해양부장 으로부터 철도안 문 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

하는 기 으로 지정받은 문기  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교육훈련기 ․철도안 문기  

 철도운 기 의 장을 말한다.

  4. “ 기능모의운 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 실과 운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상 음향 진동 등 환경

인 요소를 장감 있게 구 하여 운 연습 효과를 최 한 발

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 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5. “기본기능모의운 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  등 운 취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

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 취 훈련  이론 교육을 병

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 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

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 과 련된 차량, 시설, 

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로그램  이를 지원

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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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철도운 자”라 함은 철도운 에 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운 업무종사자”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교육훈련목표”라 함은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해야하는 험

도 기반의 정량  정성  기 을 말한다.

  10. “교육훈련 목표 설정”이라 함은 국가의 안  목표에 따라 

각 기 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국

내외 사고사례  인 오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토 로 교

육훈련에 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라 함은 각 교육훈련기 의 목표

에 부합되는 필요한 교육훈련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이며, 

교육훈련의 항목 요건을 정의하는 것으로, 기 지식, 성 그리

고 교육훈련에 련이 있는 항목에 해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12. “교육훈련수요분석”이라 함은 철도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철도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을 악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훈련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가를 악하기 한 논리 인 단계이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

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도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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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육훈련계획”이라 함은 철도종사자가 안 하게 직무를 완

수하기 해 갖추어야 할 업무의 문성을 향상시키고, 안 의

식을 고취시키기 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말한다.

  14. “안 업무 직무분석”이라 함은 개인이나 조직의 직무 수행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할  활동 등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과책임”이라 함은 해당직 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

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 되는 표 인 성과를 말

한다.

  16. “직무기술서”라 함은 직 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

수행의 난이도  직무수행요건 등 직 에 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7. “직무평가”라 함은 직 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평가

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18. “직무값”이라 함은 해당직무가 조직의 목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 값을 말한다.

  19. “직무등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

사한 직 의 군을 말한다. 

  20. “교육훈련 옵션분석”이라 함은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 으로 

훈련생에게 달하는 매체를 선택하고, 이에 한 비용효용 분

석을 통해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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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면허시험”이라 함은 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철도차

량운 면허를 취득하기 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말한다.

  22. “면허시험 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

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 “기능평가시스템”이라 함은 기능모의운 연습기와 연계하

여 기능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산 

로그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4. “실제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 으로 제작된 동력

차, 객차, 화차,  특수차로서 운 면허를 받은 자가 운 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25. “문제 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 

로그램  시스템을 말한다.

  26. “자동평가  수동평가”라 함은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능평가가 자동 으로 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기능

시험평가 원이 수동으로 기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

  27. “운 면허갱신”이라 함은 운 면허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가 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 (안)

- 70 -

에 국토해양부장 으로부터 운 면허증에 한 갱신을 받는 것

을 말한다. 

제2장 신체검사

제4조(신체검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신체검사는 별

도의 규격을 마련한다.

제3장 성검사

제5조( 성검사) 철도 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성검사는 별

도의 규격을 마련한다.

제4장 기본요건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 면허를 받

을 자격이 없다.

  1. 만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

  4. 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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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에 있는 자

제7조(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선발) 철도운 자 등은 고속의 

운행환경에 합한 자를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운 면허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의 의무) 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 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하여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의 개발)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기 이 결정하

며, 교육훈련기 의 장은 정기 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의 비) 교육훈련의 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계획하기 이 에 교육훈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직 내․외부의 주요 사안들에 해 확인하여야 한

다.

  2. 철도 업무 종사자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악하고, 이러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안 사고의 원인을 교육

훈련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한 문제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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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

도와 재 갖추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간의 차이를 규명해

야 한다.

  4. 안 과 련된 지식, 기술  태도에 한 수행 능력을 높이

는데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악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교육훈련 과정에 반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요구사항의 정의) 교육훈련 요구사항의 정의는 

교육훈련 목표에 따른 필요한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등에 

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목 이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요구사항의 내용) 요구사항 정의에서 기술되어져

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요구 :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조직)요구를 명시한

다.

  2. 학습 상자 : 해당 교수활동의 학습 상자를 명시한다.

  3. 교육 내용 : 해결해야 할 주요 과업에 련된 내용을 기술한

다.

  4. 학습 결과 : 교육을 통해 기 되는 학습결과를 기술한다.

제13조(교육훈련 수요분석) 교육훈련 수요분석은 교육훈련 상자

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

력을 악하여 교육훈련 로그램에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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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훈련 수요분석의 차) 교육훈련수요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성이 되며 단계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설계 는 기획단계: 조사 목표의 설정, 조사 상 선정, 활용자

료의 분류, 교육․훈련 책임자의 동의, 조사방법과 도구의 검토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실행단계: 조사 시간의 배분, 시행, 조사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

야 한다.

   3. 분석  보고단계: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론의 도출, 분석

결과와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교육 훈련 계획의 목 ) 교육훈련 계획은 철도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하여 국가  철도 운 자 등이 효율 인 인력

리를 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16조(교육훈련의 계획의 내용) ① 교육훈련계획 시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계획수립 추진요소

      (1) 사업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법령의 련 조

항과 연계시킨다.

      (2) 교육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과 자체계획을 조정

하여 조직 인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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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교육은 의무 으로 참여하여 극 으로 범 하

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4) 각종 교육훈련 로그램 내용을 이용하여 유효한 지식

을 자체의 기능훈련에 결부시켜 실시한다.

      (5) 실시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작성자료의 수집

      (1) 기존 교육훈련의 자료의 수집

      (2) 근로자의 자질 련사항 

      (3) 험  안 과 련된 사항 

      (4) 업무의 차    

   2.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목 , 내용, 방법, 시간, 교재, 그리

고 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에 한 책임을 가지는 자는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

생 선발과 교육훈련 기간에 한 기 을 근거로 하여 그 기

에 합한 자를 교육훈련 상자로 선발하고 교육훈련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철도업무종사자  운   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 교육은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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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훈련에 합한 교육교재와 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

고 실습 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 자

등의 자체 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계획시 이론  기능교육은 별표2의 유형으로 구분하

여 각 운 기 의 성격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옵션 분석) 교육훈련에 효과 인 매체를 선택하

기 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매체의 종류와 이용하는 방법의 시는 별표3, 4와 같

다.

제18조 (옵션분석시 고려사항) 옵션분석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학습과제 요인: 수업매체를 활용할 때는 수업목표나 바라는 

학습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자극물을 필요로 하는 과제

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2. 학습자 요인: 학습자의 지  능력, 인지 양식, 흥미와 기호, 

연령, 학습 경험 등이 한 요한 고려요소이다. 학습자의 능

력이나 사 지식 등이 서로 다르면 다른 매체의 활용을 고려해

야 한다.

  3. 수업경  요인: 어떤 수업 략과 방법을 용할 것인지 학

습자의 참여 혹은 교사의 수업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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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수업매체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4. 경제  요인: 아무리 좋은 수업매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 

활용, 유지, 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무 많이 들면 사용하기 어

렵다.

  5. 기술  요인: 아무리 좋은 매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6. 행정  요인: 리, 보 , 이용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7. 선택된 매체의 평가 

   가. 요구되어지는 매체의 개수

   나. 각 매체의 비용

   다. 매체의 유지비용

   라. 유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마. 매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바. 매체의 체가능성과 업데이트 빈도와 비용

   사. 매체의 수명

   아. 트 이  비용

   자. 학습자 비용

제19조 (비용효용분석) 교육훈련 비용과 교육효과의 효용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훈련 비용보다 교육효과의 효용이 큰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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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 에 매우 요한 교육훈련의 경

우는 비용효용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로그램 작성의 목 ) 교육훈련 로그램작성은 

철도 안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 교육훈련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 인 실행을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목 이 있다.

제21조(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과정)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은 

다음 각 호의 일반사항을 수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 장은 교육훈련 로그램개발에 있어 국가 차원

의 요구사항과 내부 교육교재와 교육장비 등 다양한 특수성 등

을 통합 으로 반 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로그램은 교육훈련 시간과 방법, 그리고 학습자

의 능력에 맞게 교육훈련에 한 수 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3. 산망을 이용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총 교육시간의 

50%를 과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한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

    나. 교육 상자가 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 (안)

- 78 -

    다.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 교육시작  종료시각, 열차여부 

확인 등을 한 리 시스템 

  4. 다음은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단계별 세부내용은 별표5와 

같다.

  5. 교육훈련 로그램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후 교육훈련을 실시

하며, 교육훈련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 상자의 선발 등) ①교육훈련기  장은 교육훈

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한 기 을 마련하고 그 기 에 

합한 자를 교육훈련 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 의 장은 운 면허교육훈련 과정별 교육 상자가 

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시기를 변경하

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

야 하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훈련 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 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운 면허 교육 훈련의 시행) ①교육훈련기 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교육과 기능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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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 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기  마다 교육생 30인 이상의 정원을 한 번에 교

육하여야 한다.

  ②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하여 교육훈련  자체평가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③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하여 교육훈련  자체평가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기능모의운 연습기․기본기능모의운 연습기 

 컴퓨터지원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 상자  기능교육에 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교

육훈련기 의 장이 정한 기 에 미달한 자에 한 기능교육을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⑤철도운 자등( 탁 운 을 받은 기 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

른 운 면허의 철도차량을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30시간 이상의 

기기취  등에 한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철도운 자등( 탁 받은 기 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4항의 교

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한 기 을 마련하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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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⑦교육훈련기 의 장은 필기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제1종

기차  디젤차량운 면허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론  기능교육에 한 평가기 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⑧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교육운 기  등 세부사항은 교

육기 의 장이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운 면허 교육 훈련의 평가) ①실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는지를 검토하는데 목 이 있다. 

  ②교육훈련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이 하 는지 확인하고 앞

으로의 개선사항에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해 교육성과 정보

를 정리․기록한다.

제6장 운 업무 실무수습

제25조(실무수습 ․교육의 이수) ①운 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 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 업무수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운 면허취득자는 운 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

달을 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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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운 면허취득자는 운 할 철도차량의 기기취  방법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제26조(실무수습 ․교육의 방법 등) ①철도운 자등은 실무수습․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실무수습 교육 로그램은 본 규격 제9조에서 제21조까지를 

용하여 개발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  방법이나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여 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수행 경력자가 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연장운행하거나 이설구간을 운 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

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교육) 철도운 자 등은 고속철

도 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 업무종사자의 인간공학

(Human Factors)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무수습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28조(실무수습․교육의 실시) ①철도운 자등은 운 면허취득자 

 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하여 실

무수습교육(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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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철도운 자 등은 운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기 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 업무수행에 필요

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 으로 다

음달 10일까지 교통안 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 ․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실무수습용 실제차량의 공 이 원활하지 않거나 새로운 기술 

 구간 편성 등의 상황에 한 효과 인 실무수습․교육시행

을 해 철도운 자등은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할 수 있

다. 

  ⑤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감독 에 의해 모든 기 상황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감독 에 의해 차량 고장 상황 변수

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감독 에 의해 비상 상황 변수를 부

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피교육자의 수행능력을 정량  변수

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  기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29조(실무수습의 평가) ①철도운 자등은 철도차량운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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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 업무수행에 합여부를 종합평가

하여야 한다.

  1. 기본업무

  2. 제동취   제동기 이외 기기취

  3. 운 속도, 운 시분, 정지 치, 운 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기술에 한 사항

  6. 기타 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 운 업무 수행하

기에 부 합 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재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제30조(실무수습․교육의 개발) 운 면허 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운행거리 등은 철도운 자 등이 결정

하며, 철도운 자 등의 장은 정기 으로 실무수습․교육을 개발

할 수 있다. 

제31조(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 ) ①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

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 은 다음 각 호 1과 같

다.

  1. 운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에 소속되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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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 자를 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으로부터 운 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

격기 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에 소속되어 제

업무종사자를 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으로부터 제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장 운 업무 종사자 안 교육

제32조 (안 교육 목표설정) 철도 업무 종사자의 직무 오류에서 

오는 안 사고를 사 에 방하기 해 인력을 운용하는 기

의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 이 있다. 

제33조(안 교육 목표설정의 방법)

 교육훈련 목표는 국가차원의 철도안 계획과 험도 리 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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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교육훈련기 을 운 하는 기 장에 의해 수립되어지며, 교

육훈련의 목표는 다음 각 호의 일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야 한다.

   1. 교육훈련기 의 교육목표는 국가의 안  목   목표에 기

반을 두고, 기 의 험도 리 략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훈련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 의 교육훈련 목표는 국가의 목표

에 부합되기 때문에 각 기 이 추구하는 궁극  목표와는 차이

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각 기 마다 내․외부 인 환경이 다르

기 때문에 기 장에 의해 수정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한 내

용은 국토해양부장 의 승인 후 수정되어야 한다. 

   3. 교육훈련 목표는 조직의 요구, 학습 상자, 교육 내용, 교

육훈련을 통한 학습결과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교육훈련 목표는 미래지향  방향성, 교육  가치성, 실천가

능성,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능력, 성, 인성 

등을 포함한 개인차를 고려해 설정되어야 한다. 

제34조(안 업무 직무분석의 목 ) 안 업무 직무분석은 철도종사

자의 직무를 분석하여 교육훈련 우선순 를 도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제35조(안  업무 직무분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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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철도운 자등은 합리 이고 체계 인 교육훈련을 하여 직

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소속

기 장은 직무분석의 목 , 기  는 상 분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 차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세부 차는 부록1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직무분석 실시 목 ,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수립한다.

   2. 상 분야 선정: 상 분야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가. 직무분석의 실시 목   활용 범  등에 따라 상 분야

를 선정한다.

    나.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한 취 을 할 수 있는 복수

의 직 에 하여는 그  하나 는 일부만 표직 로 선정

하여 직  직무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나머지 상 분야

에 용한다.

   3.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분석 상 분야 재직자들이「직무

기술서 작성 매뉴얼」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직무정보 분석  직무평가: 직무정보 분석  직무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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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직무정보 분석한다.

    나. 해당기 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 과 방법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평가한다.

   5. 사후 리: 직무내용이 변경된 직 에 한 추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무분석의 시성 확보한다.

제36조(안 교육 로그램개발) ①목표설정을 반 하고 결과를 반

한다.

   ②직무분석 결과를 교육여건에 반 한다.

   ③본 규격 제9조에서 제21조까지를 의거하여 개발한다.

제37조(안 교육의 실시 등) ①철도운 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하여 정기 으로 철도안 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종사자를 상으로 교육 시기  시간 

등을 포함한 안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기 으로 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철도종사자안 교육(이하 “안 교육”이라 한다)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규격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합한 

교육교재와 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는 시청각 교

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 자등의 자체 산망을 활용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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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철도운 자등은 운 업무종사자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안 교

육을 모의운 연습기를 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철도운 기술 일반

    2. 철도사고사례에 따른 사고 방 기술

    3. 철도사고  운행장애 등 비상시 응 조치  책 기술

    4. 기타 안 에 하여 필요한 운  기술 등

⑤철도운 자등은 제4항의 3호에 한 안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서 기본기능 이상의 모의운 연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안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 컴퓨터지원시스템, 기본기능 모의

운 연습기, 그리고 기능 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안 교육의 탁) 철도운 자등은 안 교육 상자가 교육

훈련기 에 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 시

간을 당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제39조(안 교육 담당자의 자격기 ) ①안 교육을 담당할 수 있

는 자의 자격기 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 을 갖춘 자

  2. 교육훈련기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철도운 자등이 

교육담당자로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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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면허시험

제40조(운 면허시험의 응시) 운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는 신체검사  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가

능하다. 

제41조(응시과목  차 등) ①철도차량운 면허시험은 운 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하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 면

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운 면허시험의 방법· 차, 기능시험 평가 원의 선정 등에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 이 정할 수 있다. 

제42조(필기시험 문제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되는 자를 면허시험 원으로 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  세부지정기 의 인력기 (이론)에 합한 자

  2. 철도차량의 종류별 해당 운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운 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교통에 한 업무(철도운 ․안 ․차량․기계․신호․

기․시설 등에 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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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

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자가 없는 경우에

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면허시험 원을 하는 때에는 면허종류별로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면허시

험 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쉬운 문제 :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2. 보통 문제 : 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

  3.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제43조(필기시험 출제방법) ①출제는 객 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 식을 혼용할 수 있다.

  ②면허시험 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  는 등

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필기시험 출제범 )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류별 필기시험

의 출제범 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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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 를 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  

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 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면허 취득 후의 실

질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필기시험 문제검토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합여부를 확인하기 한 면허시험 원을 하여

야 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 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

험문제의 유출방지를 하여 보안 책을 수해야 하고 리방

법  보 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제46조(시험문제 선정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에

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한 면허시험 원을 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 원은 면허별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

의 편 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

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인쇄․보 하여야 한

다.

  ③면허시험시행과 련된 종사자의 지정  임무에 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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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응시원서의 수) ①응시원서는 인터넷 는 공단에서 직

  수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격 

여부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

표 사이의 취선에 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수한 경우에

는 신청인이 직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 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48조(시험장 비) ①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

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답안지 채 ) ①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 을 산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 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 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독이 어려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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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 답안카드는 “0”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차 등

을 정하여 운 하여야 한다.

 제50조(기능시험문제 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별로 2인 이상

의 면허시험 원을 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 원은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으로 시

험을 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기 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기능시험문제 출제방법) ①기능시험은 기능모의운 연습

기 는 실제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

율과 감 범 를 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을 한 운행구간의 설정, 운행  일기변화, 특정구

간에서의 출발지정,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면허시험 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인

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  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기능시험 출제범 )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류별 기능시험

의 내용  출제범 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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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 를 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  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

육기 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 노선을 상으로 하며,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효율 인 시험

시행을 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 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

능시험에 용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운 면허 : 고속선 서울-  구간

  2. 디젤차량 운 면허 : 경부선 서울-  구간

  3. 제1종 기차량 운 면허 : 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는 

경부선 서울-  구간

  4. 제2종 기차량 운 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면허 취득 후의 실질  기량

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 실질  기량향상에 도

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용할 수 있다.

제53조(기능시험 문제검토 등) ①기능시험 문제의 검토․ 리는 

본 규격 제45조 규정을 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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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험문제의 정성 여부를 확인․ 검하여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기능시험 문제선정) ①기능시험문제의 선정은 본 규격 제

46조 규정을 용한다.

  ②면허시험 원은 문제 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기능평가시스템에 장한다.

  ③제2항에 장된 정보에는 기능시험 응시자 정보, 기능시험 문

제 등 기능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평

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능시험 표 채

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제55조(기능시험 비) ①면허종류별 기능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

이 정한다.

  ②기능시험은 국토해양부장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

  철도운 기 의 장비와 시설을 기능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   철도운 기 은 공단

이 시행하는 기능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극 

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이거나 

정된 기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

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기능시험일정 등의 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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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기능시험 장비) ①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는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기능시험 시행  고장시나 비상시의 조치 등 실차로 시험이 

곤란한 사항에 해서는 기본기능 이상의 모의운 연습기를 이

용하여 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용되는 운 면허종별 철

도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 면허 : KTX

  2. 디젤차량 운 면허 : DL 7400호

  3. 제1종 기차량 운 면허 : NEL 8200호

  4. 제2종 기차량 운 면허 : VVVF 기동차

  5. 철도장비 운 면허 : 모터카(MC외)

  ④기능시험에 기능모의운 연습기 는 실제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운 하고 있는 기 은 안   

기능시험 시행에 필요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활용될 시설  장비의 안 과 기

능에 하여 기능시험을 시행하기  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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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경우 기능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  

 검사내역은 별표 6과 별표 7에 의한다.

제57조(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한 

자동평가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템을 확보․

운 하여야 한다.

  ②기능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편집기능, 자동  수동 평가

기능, 표 채 표 출력기능과 별표7의 시험용 기능모의운 연

습기 검사내역에 한 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기능요구사항)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기능모

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별표8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

다. 

제59조(기능시험의 시행 등)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의 평가업무

를 수행하기 하여 기능시험평가 원을 하여야 하며, 원

선정은 본 규격 제42조의 규정을 용한다.

  ②기능시험은 면허종별 실제차량 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평가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기능시험문제는 사 에 기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기능시험은 응시자 1명에 하여 기능시험평가 원 2명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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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시설을 고

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기능시험평가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기능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

식의 표 채 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기능시험 수사항) ①기능시험평가 원은 기능시험을 실

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1. 사 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응시자 개인별 기능시험이 시작되기 에 기능시험에 용될 

구체 인 운행노선, 열차번호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

어야 한다.

  3. 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

과 련 없는 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험진행  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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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 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응시자는 기능시험평가 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채 표 정리) 기능시험평가 원은 기능평가시스템에 평가

결과를 입력후 채 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 리책

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2조(시험 리 원회의 설치) ①필기시험  기능시험 운 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 리

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운 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리 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  기능시험결과에 한 평가

  2. 철도차량운 면허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 를 사후에 발하 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개선방안을 시험 리에 극 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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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면허의 갱신  자격검정

제63조(면허의 갱신) 운 면허취득자로서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

도 그 운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운 면

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제업무 경력의 인정) ① 제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 제업무”라 함은 철도교통 제센터에서의 일반열차 는 

동열차 제업무에 한한다. 

②일반열차 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디젤차량․제1

종 기차량․철도장비운 면허에 한 운 면허 갱신에 해

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다. 

③ 동열차 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2종 기차량

에 한 운 면허 갱신에 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다. 

제65조(교육훈련업무 경력의 인정) 교육훈련업무 경력으로 인정받

는 “교육훈련기 에서의 교육훈련업무”라 함은 교육훈련기 에

서 철도 운 업무에 한 이론이나 기능을 지도․교육하는 교

업무를 말한다. 

제66조(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 경력의 인정) “철

도운 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 자를 지도․교육․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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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독하는 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운 자의 실무수습교육  

안 교육을 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7조(운 면허 갱신을 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운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기  는 철도운 자등으로부

터 운 면허 갱신을 해 필요한 이론교육  기능교육을 받아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 면허 종류별 이론교육  기

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운 면허 갱신을 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①교육훈련기  

는 철도운 자등이 운 면허 갱신을 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이론교육  기능교육으로 그 내용은 별표9와 같다. 

②기능교육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 노선을 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 면허 : 고속선 서울-  구간

  2. 디젤차량 운 면허 : 경부선 서울-  구간

  3. 제1종 기차량 운 면허 : 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는 

경부선 서울-  구간

  4. 제2종 기차량 운 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교육훈련기  는 철도운 자등은 효율 인 운 면허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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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 운행노선을 제작하거나 신설된 

노선 는 사고다발 노선을 제작하여 기능교육에 용할 수 있

다. 

제69조(운 업무종사자의 리) 철도운 자등은 철도운 업무종사

자가 신체검사․ 성검사 합격기 에 맞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70조(정기자격검정의 실시)①국토해양부장 은 운 면허를 득한 

자에 하여 그 지식  기량의 유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심사하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다. 

1.운 면허를 소지한 자가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2.운 업무종사자의 운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한 변경이 있

는 경우

3.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차종의 성능⦁장비 는 운 기술에 요

한 변경이 있는 경우

4.운 업무종사자가 면허취득 후 6개월 이상 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운 업무종사자가 철도 련법규 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②국토해양부장 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운 업무종사자의 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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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철도운 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자격검정을 국가지정 

교육기 이나 건설교통부장 이 지정하는 기 에 탁하여 실

시할 수 있다. 

④정기자격검정의 실시 방법  차 등에 한 세부사항은 국토

해양부장 이 결정한다.

⑤이 경우 자격검정은 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 면

허종별 실차 는 모의운 연습기를 통해 객 으로 실시한다. 

제71조(정기자격검정의 방법 등)정기자격검정 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운 수행능력을 객 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다.

1. 속도 측

2. 정지거리 측

3. 주의력

4. 거리지각

5. 긴 반응

6. 연속긴 반응

7. 신호확인

8. 가속  정지

9. 측방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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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2조(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 )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 은 별

표10과 같이 권장된다.  

제73조(정기자격검정 장비)①철도운 자등은 운 수행능력평가의 

실시를 해서 기본기능이상의 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채  등의 방법으로 객 인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②정기자격검정을 시행하는 자는 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될 시설  

장비의 안 과 기능에 하여 정기자격검정을 시행하기  

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되는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

항은 별표8과 같다.  

제74조(운 업무종사자의 운행 합성 검사)①국토해양부장 은 철

도안 과 험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인 

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는 국토해

양부장 의 확인 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②이 경우 철도 운 사등은 운 업무종사자에 하여 운행  음

주여부, 마약사용여부, 약물과다복용, 피로정도, 질병여부, 숙면

정도, 그리고 해물품 휴 여부 등에 한 운행 합성검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보   유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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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음주제한의 기  등) 운 업무종사자가 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의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해 알콜농도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리에 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제76조 ( 해물품 휴 지 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한 경우는 본 조항의 외이며, 이는 「사법

경찰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제5

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경찰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  직무를 행하는 자, 「경

비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 는 험물품을 운송하

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한 경우를 

말한다. 

제77조 ( 해물품의 종류 등) ① 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화약·폭약·

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

에서 300킬로 스칼을 과하는 압력(진공을 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

로 스칼을 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 스칼을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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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을 가진 물질 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 스칼을 

과하는 가스압력(진공을 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

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액체 : 폐식인화  측정법에 의한 인화 이 섭씨 60.5

도이하인 액체 는 개방식인화  측정법에 의한 인화 이 섭

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화되며 화재를 조

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 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

질 

6. 독물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  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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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력한 독작용 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

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방사성물질 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

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 (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

여 조직에 심한 해를 주는 물질 는 열차의 차체· 하물 등

에 한 경우 물질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도검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

포·도검  이에 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것으로서 화학변

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열차안에 재된 물건

에 물질 인 손상을  수 있는 물질 

②철도운 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물품에 하여 휴  

는 재의 정성, 포장  안 조치의 정성 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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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는 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해물품에 

하여는 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외면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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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방법

조사 설계

조사목표설정

조사 상 선정

조사를 한 활용자료의 분류

교육훈련 책임자의 동의

조사방법과 도구의 선택

설문조사법(written survey)

개인면담(individual 

interview)

지 찰(on-site 

observation)

그룹토의(focus groups)

조사 실행 

조사시간의 배분

조사 실행

조사된 자료의 수집

분석 

 

결과보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론 도출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별표 1]

교육훈련 요구 분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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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설계

  조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실시하는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후 조사해야

할 집단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훈련 수요분석을 실시

하는데 필수 인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각 자료에 한 장

단 을 악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4가

지의 범주 안에 드는 자료들이다. 

  1) 니즈를 정의하는 자료로서 기 되는 안 업무성과와 재

의 안 업무성과 간의 불일치를 밝 내고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 자료(불일치의 원인은 업무에 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기법 등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함). 

  2) 불일치의 해결책에 한 자료(교육훈련 니즈를 충족시키

기 해서 어떤 훈련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한 자료)

  3) 교육․훈련 상  집단의 선정을 한 자료

  4) 교육․훈련의 계획과 실시를 한 자료( 구에게, 어디서,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한 논리 인 자료) 

  다음으로 교육․훈련 책임자로부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러한 것들이 결정되면 사용해야할 근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훈련 니즈를 조사하는 기법 표 으로 설문조사법

(written survey), 개인면담(individual interview), 지 찰

(on-site observation), 그룹토의(focus groups)등이 있지만, 

교육주체의 상황에 맞게 다른 조사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사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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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의 설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간배분에 따라 사항

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시가배분이란 교육․훈

련니즈조사를 가장 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가장 일  

끝낼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을 계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조

사된 자료를 수집한다.

  3. 분석결과  결과보고

  조사한 니즈를 계량화하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보고서 내용에 반드시 기술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기에 수립했던 수요조사를 실시

하는 목 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고서는 

교육훈련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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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육훈련 이론  기능교육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이론 

교육
강의

 강사가 학습자를 상으로 짧은 시간에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 경제 이면서 용이한 교수기법으로 강사와 학
생이 직 으로 면하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양자간
의 감정교류가 활발할 수 있어 동기 유발이 비교 용이
하며, 체 인 망을 제시하거나 요약, 강조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

기능 

교육

시청각매체

학습

 시청각매체는 학습내용에 한 체 인 개념을 빨리 
악할 수 있고, 장경험을 간 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시청각매체는 이러한 산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자
에게 학습내용을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로그램학

습

 교육뿐 아니라 기술훈련도 가능하며, 강의자가 교재를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수법으로 정보가 피 
훈련자에게 제시, 자료에 한 의문 을 질문하고 그  
최선의 방법을 피 훈련자에게 교수하는 것이다.

컴퓨터 

보조학습

 컴퓨터를 통한 교수-학습자 시스템을 의미, 비용의 
감과 실습의 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서 효율 이며 
학습자의 취약 과 보완 을 확실히 알려  수 있다.

장실무학

습

 일상 업무 수행과정을 통해 동료에게 지식, 기능, 태도
를 향상시키려는 교육활동으로, 장기 인 인재의 육성과 
단기 인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사례연구

 실제 사례를 작성하고 배부하여, 훈련 참가자들로 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문제분

석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려는 기법으로 참
여인원의 극  참여와 그로 인한 독자 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
다.

행동모방학

습

인 계 기술의 향상을 해 사용되는 교수기법으로 
감독자, 사원, 리자 등을 훈련시키는 목 으로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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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비 고

Non-Project 매체

 ㆍ칠

 ㆍ 자칠

 ㆍ화이트 보드

Project 매체

 ㆍOHP

 ㆍSlide

 ㆍVideo

 ㆍFilmstrip

인쇄매체

 ㆍ도서

 ㆍ교재

 ㆍ보조자료(Handout)

디지털 매체

 ㆍCBT

 ㆍHypermedia

 ㆍComputer/Multimedia

원거리 통신매체

 ㆍ 화

 ㆍTV

 ㆍ음성회의(Audio conference)

 ㆍ화상회의(Video conference)

실습매체
 ㆍ실차

 ㆍ시뮬 이션

[별표 3]

교육훈련 미디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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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젠테이션 실 경험(Hans-on)

강의 비디오 OJT
자기주도

학습
도제

시뮬

이션
사례연구

비즈니스

게임

역할

놀이

행동

모델링

학습결과

언어정보 Y Y Y Y Y N Y Y N N

지 스킬 Y N N Y Y Y Y Y N N

인지 략 Y N Y Y N Y Y Y Y Y

태도 Y Y N N N N N N Y N

심동 스킬 N Y Y N Y Y N N N Y

학습환경

명확한 목표 M L H H H H M H M H

실습 L L H H H H M M M H

유의미성 M M H M H H M M M M

피드백 L L H M H H M H M H

찰과

상호작용
L M H M H H H H H H

훈련의 이 L L H M H H H H H H

비용

개발비용 M M M H H H M H M M

리비용 L L L M H L L M M M

효과성
H for 

언어
M

H for 

OJT
M H H M M M H

[별표 4] 

미디어 선택방법  행렬표를 이용하는 방법 시

 

* Y: YES   N: NO

* L(LOW), M(MEDIAM), H(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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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단계  내용 

개발단계 개발내용

1단계
과목 내

세부활동개발

과목 내에 있는 각 활동들의 내용을 세부 으로 개

발하여 각 과목의 내용을 개발한다. 

2단계
학습자

교재개발
학습자가 학습 할 내용을 교재로 편찬한다.

3단계 형성평가
각 단원별로 개발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제작의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4단계

제작  

제작물 

평가

개발단계를 거쳐 제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교

재 완성본을 제작물의 형태로 제작한다. 

5단계
Pilot 과정 

평가

본격 인 과정실시 이 에 교육 효과의 검증과 개

발된 내용을 평가하여 최종 수정함으로써 과정에 

한 품질을 보증한다.

6단계 실행 비
과정 홍보와 강사 양성등의 교육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인다.

7단계
총 평가  

과정개선

실시된 각각의 단  과정에 해 각 수 별로 평가

한 결과를 활용하여, 과정 개선 는 유지 여부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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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기능시험용 기능모의운 연습기 연결기

 1. 일반사항

 철도차량 운 면허 시험용 기능모의운 연습기와 기능평가시스템을 연

결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기 이다.

2. 물리  기

구  분 규  격 비  고

통신 방식 TCP/IP 통신의 LAN(Local Area Network)

통신 속도 100BaseT

통신 연결장비 100BaseT 스 칭 허

연결 커넥터 RJ-45형 8핀 커넥터

3. 통신연결 흐름

  가. 기능평가시스템은 클라이언트, 기능모의운 연습기는 서버로 동작

한다.

  나.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포트번호 22002를 이용하여 속한다.

  다. 속 완료된 후 서버가 메시지를 수신 받으면 에러 검출 코드에 의해 

정상 인 수신여부를 별하여, 정상인 경우 ACK(acknowledge) 신

호를 보내며 에러가 검출된 경우는 NAK(not acknowledge) 신호를 

클라이언트에 송한다.

  라. 클라이언트는 정상 인 ACK 신호를 수신하 을 경우 시 스 번호를 

1 증가하여 다음 데이터를 송한다.

  마. 클라이언트/서버는 비정상 인 데이터를 수신 받았을 경우는 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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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송신한다.

4. 통신 데이터 구조  설명

  가. 통신 데이터의 구조

STX
Data

Length

Sequence

No

Time

Stamp

Message

Type
Data CRC ETX

1byte 1byte 2byte 4byte 1byte N byte 2byte 1byte

  나. 구조 설명

구  분 설 명 표  기

STX
(start of text 
character)

메시지 임의 시작 0x2

Data
Length

메시지의 길이 “Data” 필드의 길이를 표시.

Sequence
No.

메시지의 송 순서
시 스 번호는 하나씩 증가한
다.

Time
Stamp

데이터를 송한 시간 송하는 컴퓨터의 시간

Message
Type

송되어지는 메시지 형식
메시지의 형식을 규정짓는 

값

Data 실제 송할 데이터 최  255 바이트로 제한

CRC
(control 
register 

connector)

에러 검출을 한 값
“Data Length” 부터 “Data”
까지 송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

ETX
(end of text 
character)

메시지의 마지막을 표시 항상 16진수로 0x03을 송

비고 : 기타 세부기 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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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시험용 기능모의운 연습기 검사내역

검사 구분 주요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본 검사

▪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본구성 구비여

부

▪ 각종 컴퓨터의 정상동작 여부

▪ 각종 음향효과의 성

▪ 상의 실감(사람이 인식 가능한 수 의 

여부)

육안검사

육안검사

청각  육안

육안검사

기능 검사

▪ 해당 차종과 동일한 기능의 동작 여부

▪ 각종 기기의 취 상태에 한 정확한 감

지 여부

▪ 기능평가 시스템을 한 통신기능의 정상 

여부

▪ 고장 는 비상상황 부여기능의 정상 여

부

기능검사용

로그램

육안 검사

성능 검사

▪ 실제차량 비 모의운 연습기의 주행  

가‧감속 성능

▪ 주행거리에 따른 선로 상 치의 정확성

▪ 모의운 연습기의 운 취 에 한 응답

속도

▪ 계기류  각종 표시장치 지시 값의 오차

▪ 상화면의 갱신율

성능검사용

로그램

육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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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  능  기  준

운전실
  크기, 내부공간, 주간제어기, 각 계통의 스위치 등이 실제 철도차량과 
동일하여야 함

회로차단기
  기능, 작동 및 용도가 철도차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위치가 적절한  회
로차단기이어야 함 

운전반응
  운전 중에 견인력, 항력, 중량 등의 변화에 따른 운전 반응을 포함하여 
노선의 구조와 같은 실제의 운전조건에 일치하는 추력과 항력의 다양한 
결합에 따른 운전반응이 나타나야 함.

기지운행   기지에서의 운행 상황이 나타나야함.

계기작동
  운전자의 운전취급에 따른 관련된 모든 계기들이 해당 철도차량과 같은 
반응을 나타나야 함  

신호 및 통신장비
  해당차량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작동오차도 철도차량의 신호 및 통
신장비의 범위이내 이어야함

음향의 현실감  각 종 음향은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와 음향이 실제와 같아야함

과정에 포함될 내용

 (1) 노면 효과 - 노선의 구배, 곡선 등  상황에서 항력, pitching과 
Rolling moment 관한 내용
 (2) 신호 장치 - 운행 중 선로주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지상신호의 반응
과 분기부의 형상과 반응
 (3) 운전특성 - 추진력, 열차 저항, 공기 제동, 전기제동, 타행특성 등을 
포함하는 운전특성 내용

돌풍 효과
(고속철도의 경우) 돌풍에서의 자세변화에 관한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측풍 효과
(고속철도의 경우) 측풍 등과 같이 풍향과 풍속에 대한 효과가 동일해야 
함.

점착계수

 해당노선 및 차량의 자료를 근거로 선로가 다음조건인 경우에 동일한 제
동 능력이 필요함
   (1) 마른 상태  (2) 젖은 상태
   (3) 결빙된 상태

제동불량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제동효과 감소 현상 및 견인 중 제동반응이 차량
의 관련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검증
 모의운전연습기의 과정과 하드웨어를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함

시스템작동
 모든 시스템은 기지 및 본선운행 중에  차량의 해당시스템의 작동과 동
일하여야 하며, 정상운전과 비상운전의 수행도 동일하여야 함  

교관석  운전실에서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며 이례상황 또는 비상

[별표 8]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

1.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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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주간제어기의 힘
 차량과 동일하게 각 종 제어기가 작동하고 제어기를 움직일 때 동일한 
수준의 힘이 필요해야 함. 

운전실 내부소음  차량의 운행 시 발생하는 운전실 소음은 차량과 동일해야 함

운전실 외부소음
 강수의 소리, wiper 소리 및 엔진 또는 인버터 초퍼음, 바람 및 바퀴 소
음이 있어야 함

항   목 성  능  기  준

3자유도 방식  모션시스템은 최소한 3가지의 자유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특수효과

 아래항목을 포함한 특수효과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1)분기부를 지날 때의 표현
(2)열차 정지시 발생되는 저크 효과
(3)열차 연결시 발생되는 효과

감지가능한 진동

 운전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차량 운항으로 발생하는 특징적인 진동
(1)가속도/감속도의 표현
(2)곡선/분기부에서 느껴지는 원심력
(3)켄트 있는 곳에서 정차시 기울어짐
(4)노면효과와 운동력의 합성값의 표현

항   목 성  능  기  준

선로영상시스템  영상시스템의 검사기준과 성능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시현장치 요건
 운전석에서 수평으로 최소한 75도, 수직으로 최소한 30도 범위를 제공
함. (철도 차량의 특성상 Collimated 시현장치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기록수단 제공  영상시스템의 시각적인 반응시간을 기록하는 수단이 있어야함 

선로영상검사
 차량의 위치와 선로변의 시야범위에 일치하는 타당한 영상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하며 아래항목의 자료를 포함해야함.

영상효과
 열차가 마지막 정차시 발생되는 저크감이 큰 차량의 경우 영상효과를 제
공함

영상시스템 검증절차
 영상시스템의 색상, 가시거리, 초점, 빛의 강도 등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함

시간대별 영상제공  선로 주변의 지형 및 주요 시설물과 주요경계선 등을 식별하고 운행 할 

2. 모션장치 요구사항

3. 상 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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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주간, 여명, 야간시의 영상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1) Contrast Ratio(대조비율)
 운전자 위치에서 5deg~10deg 크기의 흑백사각형의 매트릭스를 표현하
고 중앙의 밝은 4각형의 휘도는 7 cd/㎡ 이상이어야 하며, 어두운 부분과
의 대조비율은 5:1이상 이어야 함.
(2) Highlight Brightness Test
 위의 (1)항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 채널의 모든 힌사각형의 밝은 부
분이 휘도를 유지하여야 함.
(3) Resolution(해상도)
 3 arc-minute의 표현을 하여 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4) Light point size
 지상의 신호등을 운행 중 원활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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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갱신교육 훈련기

( )는 시간을 말한다.

소지면허

교육과목  시간

이론교육 과목
기능교육 과목(20)

공 통(5)  문(15)

고속철도 

차량운 면허
철도 련법

∙ 고속 기차량의 구조  기능

∙ 고속철도 운 련 규정

∙ 비상시 조치 등

∙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제1종 기 

차량운 면허
철도 련법 ∙ 기기 차의 구조  기능

∙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제2종 기 

차량운 면허
철도 련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기자동차의 구조  기능

∙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디젤 

차량운 면허
철도 련법 ∙ 디젤차량의 구조  기능

∙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철도장비면허 철도 련법 ∙ 철도장비의 구조  기능
∙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

비고 : 1. “운 실무  모의운행훈련”이라 함은 선로․신호등 시스템, 운

취  련 규정, 제동기 취 , 제동기 외의 기기취 , 속도 측, 비

상시 조치 등을 포함한다. 

       2. 모의운행훈련은 기능 모의운 연습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

기능 모의운 연습기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포함한다. 

       3. 기능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비 검시간  차량 검시간과 실

제운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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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정기자격검정 권장 합격기

항  목 내         용 합 격  기 준

속도 측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과 반응 불균형 정

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100km/h의 차량속도에서 지정속도의 

±5% 이내 준수

정지거리

측

 철도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한 치

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 능력, 공간거리 추

정의 정확도, 제동시 속도를 고려한 정지

치 산출능력, 그리고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

증하여야 한다.

차량의 속도 대비 제동거리의 ±5%

이내 예측

주의력

 운   자유롭게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주

의 환 능력, 후, 좌우, 상하 등 주의배분 능

력, 운 자의 선택  주의능력, 그리고 돌발사

태나 복잡한 사태의 단  처능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운행 중 신호감지 (signal detection)

가 P(miss)<5%

거리지각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야간

시력  회복력, 그리고 이동물체에 한 시

지각능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차량 속도 100km/h 이상에서 물체까

지 ±5% 거리 지각

긴 반응
 단순한 자극에 한 반응 동작의 속도와 반

응 불균형의 정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돌발 신호에 대한 1초 이내 반응

연속긴

반응

 자극  반응 속도와 이상긴장이나 상 조

반응경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10개 신호의 임의 돌발 중 8개 이상

(각각 1초 이내) 반응

신호확인
 신호자극에 한 식별능력, 선택반응의 속도, 

그리고 반응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운행 중 신호감지 (signal detection)

가 P(hit)>90%

 가속  

정지

 반응의 정확성과 반응 불균형 정도를 검증하

여야 한다.

차량 속도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10초간 지정속도 유지에 대한 오차범

위 ±5%

측방경계
 주의력 집 과 배분 그리고 오반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운행 중 측면 신호감지 (signal 

detection)가 P(hit)>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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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무분석 세부 차

가. 직무분석 실시 기본계획 수립

  ○ 직무분석 실시 목 , 직무분석 상 직  범 , 추진체계, 추

진일정 등과 련한 기본계획을 수립니다.

  ○ 소속 기 장은 직무분석의 효율 인 실시를 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업단을 두거나 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직무분석 실시기구의 구성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소속 기 장이 정한다.

  <직무분석 실시기구 시>

 

○ 직무분석심의회

  - 직 별 직무기술서  부처 체 성과책임체계도 심의

  - 직 별 곤란성․책임도를 평가하는「직무평가 원회」역할 수행

  - 직 별 직무등 의 배정  개정 의견서 심의

○ 직무분석 담부서

  - 직 별 직무기술서 작성 지원  작성된 직무기술서 검토․피드백

  - 체 직 의 성과책임체계도 작성․보고

  - 직 별 직무등 의 배정  개정 의견서 작성․보고

 나. 직무분석 상 직 의 선정

  ○ 직무분석의 실시 목   활용 범  등에 따라 상분야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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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무 기술서

개 요
 ㆍ 직무수행과 련된 과업  직무행동을 직무요건을 심

으로 한 양식

내 용

 ㆍ 직무기술서의 내용은 특정 직무의 내용을 기술

 ㆍ 직무명칭과 직무코드

 ㆍ 직무의 소속 직군/직렬/직종

 ㆍ 직무(직무등 )

 ㆍ 직무 개요

 ㆍ 목표

정한다.

  ○ 직무분석 상분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수의 

직 가 있는 경우 하나 는 일부직 만 표직 로 선정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표직 로 선정되지 않은 직 는 

표직 의 직무분석결과를 토 로 직무분석 차  일부를 생

략

     할 수 있다.

 다. 직무기술서의 작성

  ○ 직무분석 상분야 재직자들이「직무기술서 작성 매뉴얼」등

을 참고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 직무기술서는 원칙 으로 재직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

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작성보조자를 지정하여 작성

토록

        할 수 있다.

      - 작성된 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 실시기구의 심의 는 검

토․피드백 등을 통해 확정한다.

  ○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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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직무를 이루고 있는 구체 인 과업의 종류  내용

 ㆍ 직무의 책임과 권한

 ㆍ 직무수행 방법  차

 ㆍ 보고채   다른 직무와의 계

 ㆍ 직무의 투입물, 산출물

 ㆍ 작업조건

 ㆍ 업무상 인 계, 내외 기

 ㆍ 직무수행자의 수

요 건

 ㆍ 명확성

   - 특정 직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작성

 ㆍ 단순성

   - 직무기술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  시간 낭비가 없도록 

간략하게 작성

 ㆍ 완정성

   - 특정직무에 한 모든 요한 정보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함

 ㆍ 일 성

   - 상호 모순된 내용, 의미  용어가 정리되어 일 성 있게 

기술되어야 함

  ○ 직 별 성과책임이 확정되면 성과책임체계도를 작성하여 각 

직무별 성과책임간의 연계성을 확인한다.

      - 이 과정에서 각 직 별 성과책임이 권한과 책임에 맞게 

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한다.

<성과책임체계도 시>

운

① 철도차량의 기기취  비상시 효율 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직무정보 분석  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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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정보 분석

   ○ 직무분석의 목 에 따라 직무기술서상의 직무 데이터에 

한 각종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는 교육훈련 설계하

는데 

      반 해야 한다.

   < 직무정보 분석 시 >

○ 직무역량 분석

  - 직무기술서상의 직 별 요구역량의 분석을 통해 기  체의 직무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훈련 제도 설계  합리 인 채용․승진․보

직 기  설정에 활용

  (2) 직무평가

   ○ 조직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일정한 기

에 의해 서로 비교하여 직무들간의 상  가치를 결

정한다.

   ○ 직무평가의 원칙

     - 직무를 심으로 평가한다.

      :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 자체와 표

이고 수용 가능한 기 으로 평가한다.

     - 객  방법을 동일하게 용한다.

      : 공정한 단, 객  방법에 의거하고 상 직 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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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용한다.

     - 직무의 재 상태를 평가한다.

      : 직무가 존재한 과거와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고려한 평가

는 지양한다.

     - 직무기술서 내용을 심으로 하되, 추가자료도 고려한다.

      : 직무평가에 사용되는 자료 -> 상분야별 직무기술서, 부

처 책임 체계도, 직제․소 산  법령, 직무성과계약 

내용 등

  ○ 직무평가 8  요소  요소별 기

   - 직무값을 산정하는 평가요소는 다음의 8가지 요소로 구분한

다.

평가요소 구체  내용

투입

요소
노하우

문  노하우

▪ 직무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기 해 직무담당자에게 사

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에 한 문  기술과 해당

업무를 처리․ 리해 가는 실무  지식

리  노하우

▪ 직무담당자 자신이 직 으로 리하는 담당기능의 범 , 조

직 혹은 부하직원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리 지식 

는 기술

인 계기술
▪ 타인과의 계 속에서 실제 경험함으로써 습득되는 인간특성

과 행태에 한 지식

과정

요소
문제해결

사고의 환경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단의 근거와 기

의 명확성 정도

사고의 도 도
▪ 직무와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요구되는 창조성과 독

창성의 정도

산출

요소
책임

행동의 자유도
▪ 직무담당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의 수  는 독자 으

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

직무의 규모
▪ 구체 으로 직무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가 미치는 범 와 

강도

향력의 특성
▪ 직무의 성과가 조직 부문에 미치는 향력의 직 성과 책임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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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후 리

  ○ 직무분석의 재성과 시성 확보

   - 업무환경의 변화, 직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설 는 직

무내용이 변경된 직 에 하여는 추가 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  정보의 시성과 재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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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20조 제3항 련)

기능시험 표 채 표

 응시면허종류:  

최종 정 결과

응시자명 면제구분

응시번호 운행구간

실시장소 활용장비

 1. 비 검      취득 수 :           과락여부 정 :        

항목구분 세부평가내용 배 평 가 자동․수동

계

 기능시험평가위원 :                    서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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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명 응시번호

 2. 제동취             취득 수 :           과락여부 정 : 

항목구분 세부평가내용 배 평 가 자동․수동

계

       기능시험평가위원 :                    서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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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명 응시번호

 

3. 제동기외 기기취      취득 수 :          과락여부 정 :  

항목구분 세부평가내용 배 평 가 자동․수동

계

        기능시험평가위원 :                    서명 :               

                         :                    서명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 (안)”의 별지 제1호 서식

- 133 -

응시자명 응시번호

4. 운 취  등           취득 수 :           과락여부 정 :  

항목구분 세부평가내용 배 평 가 자동․수동

계

       기능시험평가위원 :                    서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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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명 응시번호

5. 비상시 조치 등       취득 수 :           과락여부 정 :  

항목 구분 세부평가내용 배 평 가 자동․수동

계

       기능시험평가위원 :                    서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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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종합의견 : 

∙시험과목 별 60점 미만 점수 유무 : 

∙취득점수 합계 :                          ∙취득 평균점수 : 

   [평균점수 = 응시자 취득점수 합계 ÷ (5 - 응시자 기능시험 면제과목 수)]

∙기능시험 결과 첨부 : 

   - 운전취급 시험과목 운행구간의 운전선도

   - 시험응시자 동영상

기능시험 일시 :     년   월   일     시  분

       기능시험평가위원 :                    서명 :               

                        :                    서명 :               

응시자명 응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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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철도차량 운 면허 발  신청서

① 성     명

 (한 )

사 진

(3×4cm)

 (한자)

 ( 문)

②주민등록번호                         - 

③ 집 주 소
우편번호(     -     )

④ 연 락 처  집 :           근무지 :               휴 폰 :                 

⑤  소 속

⑥  신  청  면  허

면허종별 운 경력 교육이수 경력증명기

고속철도차량 ～ km 시간

제1종 기차량 ～ km 시간

제2종 기차량 ～ km 시간

디젤차량 ～ km 시간

철도장비 ～ km 시간

 철도안 법 부칙 제7조  철도안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운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는 인)

  교통안 공단이사장  귀하

단체 수

면허증용

사 진

(3×4cm)

소  속 :                        담당자 :

연락처 : 

수

수자

번호

확

인

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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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철도차량 운 경력증명서

① 신청면허

② 인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보직)

③경력사항

입사일

자
기 사발령

기 사 

근무기간
      .   .   . ～   .   .   .( 재 근무 )

④ 운  경 력

운 기간 운 기종 운 구간 운 거리

km

km

km

km

km

⑤ 사 고 경 력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역

 철도안 법 부칙 제7조  철도안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명 :                   (직인)

  교통안 공단이사장  귀하 

비고 : 빈칸이 을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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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철도차량 운 교육 이수증명서

① 신청면허

② 인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보직)

③경력사항
입사일자 기 사발령

기 사 근무기간      .   .   . ～   .   .   .( 재근무 )

④ 교 육 이 수

교육기간 구분
(이론․기능)

교 육 명 교육시간 교육장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철도안 법 부칙 제7조  철도안 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 교육을 이수하 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명 :                   (직인)

  교통안 공단이사장  귀하 

비고 : 1. 빈칸이 을 경우 추가

      2. '05.7.1～‘06.6.30 기간의 교육은 국토해양부장  인정교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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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성검사 규격 (안)

제1조(목 ) 이 규격은 “철도종사자 안 리 시행지침”의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성검사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이 규격은 검사의 방법․ 차․ 정기   항

목별 배 기  등에 하는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 성검사시행자” 라 함은 성검사지정기 에서 검사의 시

행과 운 에 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성검사도구” 라 함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로그

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성검사 합격 기 ) ① 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검사 항목과 합격기 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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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하는 성검사의 합격기 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검사의 구분) ①검사는 최 검사․정기검사․특별검사로 

구분하며, 별표1  별표2의 검사항목을 문답형검사와 반응형검

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 검사의 상자는 다음 각호 1과 같

다.

  1. 철도차량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

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호기 등 취 자”라 한

다)

  4.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

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

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상자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최 검사를 받은 날( 정일 기 )부터 10년이 도래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은 날( 정일 기 )로부터 10년이 도래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의 상자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발생시켜 해당업무를 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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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 자등이 인정하는 자

  2. 철도종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히 수행하

기 어렵다고 철도운 자등이 인정하는 자

  ⑤ 제업무에 종사하 던 자가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업무에 종사하기 하여 받은 최 검사를 최 검

사로 본다.

제6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검사의 방법)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검사의 정) ① 별표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

합 정은 “합격” 는 “불합격”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별 정등  기 은 별표5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등 별 배 기 은 별표6와 같다.

제9조(검사의 신청) 성검사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

성검사 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성검사지정

기 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운 업무종사자 등에 한 성검사의 실시 ) 철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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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하여 실시하는 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 검사 :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에 실시하는 성검사

2. 정기검사 : 최 검사를 받은 후 10년 마다 실시하는 성검사

3. 특별검사 :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 자등이 인

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성검사

제11조 ( 성검사기 의 지정기 ) ① 성검사기 의 지정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검사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성검사 업무 수행을 

한 상설 담조직을 갖출 것

2. 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검사 인력을 3인 이상 확

보할 것

3. 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검사장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성검사기 의 운  등에 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성검사기 의 세부지정기 은 별표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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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 사 대 상
검 사 항 목

불 합 격 기 준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고 속 철 도 차
량, 제1종 전
기차량, 제2
종 전기차량, 
디젤차량운전 
면허응시자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선택적주의력
  -주의배분능력
  -지속적주의력
∙ 거리지각능력
∙ 안정도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
당 연령대 기준 적용)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
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
으로 판정된 경우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
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철도장비운전
면허응시자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선택적주의력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
당 연령대 기준 적용)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
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
으로 판정된 자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
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비 고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
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접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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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

검사대상 검사
주기

검사항목 불 합 격 기 준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영 제21
조제1호
의 운전
업 무 종
사자

고속철도 
차 량

․
제1종

전기차량
․

제2종
전기차량

․
디젤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정 기
검사

∙ 작업태도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지속적주의력
∙ 안정도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
검사의 점수합계가 40
점 미만인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특 별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지속적주의력
∙ 거리지각능력
∙ 안정도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
능력과 선택적주의력 
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자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
검사의 점수합계가 50
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
로 판정된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철 도 장 비
업 무 종 사
자

정 기
검사

∙ 작업태도 ∙ 속도예측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
검사의 점수합계가 40
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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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특 별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검사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
대 기준적용)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
능력검사와 선택적주
의력 검사 결과가 부
적합등급으로 판정된 
자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
검사의 점수합계가 50
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
로 판정된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영 제21조제2호의 
관제업무종사자

신 규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 작업태도검사, 선택적주
의력검사, 주의배분능
력검사, 적응능력검사 
중 부적합 등급이 2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
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
인 자

∙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
로 판정된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정 기
검사

∙ 작업태도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
검사의 점수합계가 40
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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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특 별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 작업태도검사, 선택적주의
력검사, 주의배분능력검
사, 적응능력검사 중 부
적합등급이 2개 이상이
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
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
로 판정된 자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검사
∙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
∙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

영 제21조제3호의 
정거장에서 철도신
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 규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
능력검사, 적응능력검
사, 판단력검사, 동작
정확력검사 중 부적합
등급이 2개 이상이거
나 작업태도검사와 반
응형검사의 점수합계
가 50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
로 판정된 자

정 기
검사

∙ 작업태도 ∙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
능력검사, 적응능력검
사, 판단력검사, 동작
정확력검사 중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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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등급이 3개 이상이거
나 작업태도검사와 반
응형검사의 점수합계
가 40점 미만인 자

특 별
검사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해당 연령
대 기준 적용)

∙ 작업태도검사, 주의배분
능력검사, 적응능력검
사, 판단력검사, 동작
정확력검사 중 부적합
등급이 2개 이상이거
나 작업태도검사와 반
응형검사의 점수합계
가 50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
로 판정된 자

  비 고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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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검사의 측정내용

1. 문답형검사

 가. 지능 검사

  1) 지각속도

  2) 공간․수리 추리력

  3) 단능력

 나. 작업태도 검사

  1) 작업수행  나타나는 행동 특징을 측정

 다. 품성 검사

  1) 정  인상 척도

  2) 신경증 성향

  3) 반사회성 성향

  4) 정신증 성향

2. 반응형 검사

 가. 속도 측능력 검사

  1)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측하는 능력 

  2) 속도 측능력의 일 성 

 나. 주의력 검사

  1) 선택  주의력

   - 목표자극에 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

  2) 주의배분능력

   - 동시에 제시되는 여러 목표자극에 한 반응속도와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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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속 주의력

   -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

 다. 거리지각능력

  1) 목표자극에 한 원근감

   

 라. 안정도 검사

  1) 과 손을 이용한 동작의 정확도

 마. 민첩성검사

  1) 응능력

   - 과제에 한 단과 동작을 빠르고 하게 조 하는 능력

  2) 단력

   - 목표 자극을 정확히 별하는 능력

  3) 동작 정확력

   - 단력과 운동능력간의 균형

  4) 정서안정도

   - 단능력의 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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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검사방법

1. 문답형검사

 가. 지능검사

  1) 선분기억검사

   - 검사방법 : ○안에 그려진 선의 방향과 동일한 모양 찾기 

   - 검사문항 : 100문항

   - 제한시간 : 2분 15

  2) 변별능력검사

   - 검사방법 : 선으로 연결된 양쪽의 문자, 숫자 는 도형의 동일성 

단

   - 검사문항 : 50문항

   - 제한시간 : 1분 20

  3) 형태비교검사

   - 검사방법 : 모양  크기가 같은 도형 찾기

   - 검사문항 : 30문항

   - 제한시간 : 1분 20

  4) 도형조합검사

   - 검사방법 : 짝을 맞추어 정사각형이 되는 도형 찾기

   - 검사문항 : 30문항

   - 제한시간 : 2분 20  

  5) 도형추리검사

   - 검사방법 : 도형의 변화를 보고 다음에 올 도형 찾기

   - 검사문항 : 20문항

   - 제한시간 : 3분 40

  6) 수열추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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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방법 : 숫자의 변화를 보고 다음에 올 숫자 찾기

   - 검사문항 : 30문항

   - 제한시간 : 7분 40

 나. 작업태도검사

  - 검사방법 : 임의의 두수를 더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를 구함

  - 검사연습 : 1분

  - 검사시간 : 기 15분 시행, 5분 휴식, 후기 15분 시행

 다. 품성검사

  - 검사방법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생각에 한 “ ” 는 “아

니오” 형태의 질문에 응답

  - 검사시간 : 제한 없음

2. 반응형 검사

 가. 속도 측능력검사

  - 검사방법 : 물체의 이동 속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구간의 이동 속도 

측

  - 검사연습 : 3회

  - 검사횟수 : 2가지 이동속도로 총 15회 실시

 나. 주의력검사

  1) 선택  주의력

   - 검사방법 : 각각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 동작을 함

   - 검사연습 : 5회

   - 검사횟수 : 16회

  2) 주의배분능력

   가) 운 업무종사자

    - 검사방법 : 좌우에 나타나는 신호에 해 각각 정해진 동작을 함

    - 검사연습 : 1회

    - 검사시간 : 3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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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업무, 신호기등 취 업무종사자

    - 검사방법 : 1부터 49까지의 임의로 배열된 숫자를 순서 로 찾기

    - 검사연습 : 1회

    - 검사시간 : 2분

  3) 지속 주의력

   - 검사방법 : 앙에 제시되는 숫자를 보고 정해진 숫자에 해서는 반응

하지 않고, 그 외의 숫자에 해서만 반응함

   - 검사연습 : 1회

   - 검사시간 : 4분 20

 다. 거리지각검사

  - 검사방법 : 두개의 고정된 목표물 사이에 있는 한 개의 목표물을 이동하

여 각선상에 놓일 때 반응함

  - 검사연습 : 왕복 1회

  - 검사횟수 : 왕복 2회 실시

 라. 안정도 검사

  - 검사방법 : 침 을 1㎝ 높이로 유지하면서 코스를 벗어나거나 바닥에 

하지 않고 이동

  - 검사연습 : 3회

  - 검사회수 : 좌․우․아래 코스로 각각 3회 실시

 마. 민첩성 검사

  1) 단과제

   - 검사방법 : 각각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 반응을 함

   - 검사연습 : 1회

   - 검사회수 : 10 씩 3회

  2) 동작과제

   - 검사방법 : 시작 신호에 따라 정해진 동작을 반복함

   - 검사연습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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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회수 : 10 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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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검사항목별 정등  기

1. 문답형 검사

 가. 지능검사 정등

                                                          (단  : 수)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표 수 123이상
122～11

5
114～93 92～85 84이하

 나. 작업태도 검사 정등

등 
곡선 등

A B C D E

평균

작업

량

(후기)

65이상 우 수 양호 보통 미흡 부 합

45이상 우 수 양호 보통 미흡 부 합

30이상 양 호 보통 미흡 부 합 부 합

15이상 보통 미흡 미흡 부 합 부 합

15미만 부 합 부 합 부 합 부 합 부 합

다. 품성검사 정등

      등 

구 분
정 상 리필요 부 합

정  왜곡

1․2
- -

표 수 70이상

2개 
비 형,

 신체  호소, 

우울증, 신경증,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경조증,

내향성

표 수 70이상

없음

 표 수 70이상 

1개

표 수 70이상

2개 이상

비고 : 정  왜곡 1․2의 표 수 70이상일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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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며, 재검사 결과로 정한다.

2. 반응형 검사

가. 운 업무종사자

 1) 속도 측능력 검사

  가) 평균 측시간 2080ms 미만

등 
평균 측 시간(ms)

2,079～2,067 2,066～2,008 2,009～1,520 1,519～1,228 1,227이하

동요도

0～5.4 우 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5.5～7.6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7.7～15.9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16.0～22.7 양 호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22.8 이상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부 합

  나) 평균 측시간 2080ms 이상

등 
평균 측 시간(ms)

2,080～2,085 2,086～2172 2,173～2,878 2,879～3,472 3,473이상

동요도

0 ~ 5.4 우 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5.5 ~ 7.6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7.7 ~ 15.9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16.0 ~ 22.7 양 호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22.8 이상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부 합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규격 (안)”의 별표 5

- 156 -

반응속도등
반응 평균 속도(ms)

0～630 631～731 732～1059 1060～1418 1419 이상

동요도

0～11.1 A A B C D

11.2～16.0 A B C D E

16.1～32.0 A B C D E

32.1～76.0 B B C D E

76.1 이상 B C D E E

등 
반응속도등

A B C D E

오류

개수

0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미 흡

1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미 흡

2～3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미 흡

4 미 흡 미 흡 미 흡 미 흡 부 합

5 이상 부 합 부 합 부 합 부 합 부 합

등 
오류개수 (개)

0～9 10～18 19～55 56～79 80 이상

편차율

(%)

0 우 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0.1～4.8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4.9～38.5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38.6～72.2 양 호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72.3 이상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부 합

 2) 주의력 검사(선택  주의력)

  가) 반응속도등

  나) 최종등 설정

 3) 주의력 검사(주의배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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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총오반응 0~1 2~5 6~19 20~32 33이상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거리차 0~3 4~7 8~17 18~25 26이상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득 49 41 ~ 48 25 ~ 40 18 ~ 24 17이하

 4) 주의력 검사(지속 주의력)

                                                              (단  : 개)

 5) 거리지각능력

                                                            (단  : 픽셀)

 6) 안정도

  가) 하 검사등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배 5 4 3 2 1

오른쪽 200mm 195~175mm 170~135mm 130~60mm 55mm이하

왼 쪽 200~190mm 185~170mm 165~120mm 115~40mm 35mm이하

아 래 840~700mm 695~630mm 625~225mm 220~60mm 55mm이하

  나) 등

                                                           (단  : 수)

등 
오류 수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합산 수 12이상 10~11 8~9 6~7 0~5

나. 제업무종사자, 신호기 등 취 업무종사자

 1) 주의력검사 (주의배분능력)

                                                           (단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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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첩성 검사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응능력
2.5미만 2.48～2.49 2.34~2.47 1.41~2.33 0.57~1.40 0.56이하

2.5이상 2.50～2.53 2.54~2.61 2.62~3.31 3.32~3.80 3.81이상

 단 력( ) 0.35이하 0.36 ~ 0.42 0.43 ~ 0.63 0.64 ~ 0.90 0.91이상

동작정확

력

3.0미만 2.95～2.99 2.92~2.94 2.46~2.91 1.86~2.45 1.85 이하

3.0이상 3.00 3.01~3.19 3.20~4.17 4.18~5.23 5.24 이상

정서안정도(%) 100 99~94 93~75 74~55 5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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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정등 별 배  기

1. 운 업무종사자

 가. 철도차량 운 업무종사자 최 ․특별검사

                                                         (단  : 수)

검사종류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작업태도 10 8 6 4 0

 속도 측 15 12 9 6 0

 선택 주의력 15 12 9 6 0

 주의배분 15 12 9 6 0

 지속 주의력 15 12 9 6 0

 거리지각 15 12 9 6 0

안정도 15 12 9 6 0

합 계 100 80 60 40 0

 나. 철도차량 운 업무종사자 정기검사

                                                         (단  : 수)

검사종류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작업태도 20 16 12 8 0

속도 측 20 16 12 8 0

선택 주의력 20 16 12 8 0

지속 주의력 20 16 12 8 0

안 정 도 20 16 12 8 0

합 계 100 80 6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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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철도장비 운 업무종사자 최 ․정기․특별검사

                                                        (단  : 수)

검사종류
정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작업태도 25 20 15 10 0

속도 측능력 25 20 15 10 0

선택 주의력 25 20 15 10 0

주의배분능력 25 20 15 10 0

합    계 100 80 60 40 0

2. 제업무종사자 최 ․정기․특별검사

                                                         (단  : 수)

검사종류
정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작업태도 20 16 12 8 0

선택 주의력 20 16 12 8 0

주의배분능력 20 16 12 8 0

응능력 10 8 6 4 0

단력 10 8 6 4 0

동작정확력 10 8 6 4 0

정서안정도 10 8 6 4 0

합    계 100 80 6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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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등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부 합

작업태도 20 16 12 8 0

주의배분 40 32 24 16 0

응능력 10 8 6 4 0

단력 10 8 6 4 0

동작정확력 10 8 6 4 0

정서안정도 10 8 6 4 0

합 계 100 80 60 40 0

3. 철도신호기등 취 업무종사자 최 ․정기․특별검사

                                                          (단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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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1. 검사인력
  가. 자격기준
등급 자 격 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
검사
원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
을 취득한 자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적성
검사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4)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적성검사 분야
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심리학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심리학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적성
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선임
검사원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선임
검사
원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을 취득한 자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1) 심리학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심리학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적성
검사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검사
원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검사
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보유기준
    (1)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1일 50인을 검사하

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검사원과 선임검사원 및 검사원은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1일 검사인원이 25인 추가될 때마다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원을 1인씩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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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설기준
    (1) 1일 검사능력 50인(1회 25인) 이상의 검사장(70㎡ 이상이어야 

한다)을 확보할 것
    (2) 1일 검사능력의 검사장은 분산된 검사장을 제외한다.

나. 장비기준
    (1) 속도예측능력, 주의력(선택적주의력·주의배분능력·지속적주의력), 

거리지각능력, 안정도, 민첩성(적응능력·판단력·동작정확력·정서안전
도)를 검사할 수 있는 토치모니터 등 검사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적성검사지정기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속도예측능
력·주의력·거리지각능력·안정도 검사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

3. 업무규정
  가. 조직 및 인원
  나. 검사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검사체제 및 절차
  라.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장비운용관리계획
  바. 자료의 관리·유지
  사. 수수료 징수기준
  아.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성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4. 일반사항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개 이상의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적성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항목 등이 동일
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자 등의 수급계획과 운영계획 및 검
사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 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의 분산된 5개 이상
의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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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적성검사판정서 사 진
(3×4cm)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소속기관

④ 판 정 관 련 업
무분야

□운전업무(○일반차량, ○철도장비)     □관제업무
□신호기등 취급업무

⑤검사구분 □최초  □정기  □특별 ⑥수검일자 ⑦발급번호
검사항목 및 판정

구분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점수
합계검사

항목 지능 작업
태도 품성

속도
예측
능력

주의력
거리
지각
능력

안정
도

민첩성

선택
적주
의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
적주
의력

적응
능력

판단
력

동작
정확
력

정서
안정
도

등급

점수

종합판
정

판정형태 검 사 관 의 견
□합 격
□불합격

담당검사관              (인)
년      월      일

적성검사기관의 장   [인]

210mm×297mm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 (안)

- 166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 (안)

제1조(목 ) 이 규격은 “철도종사자 안 리 시행지침”의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 면허 응시자, 철도종사자의 신체검

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운 면허 응시자․철도종사자에 한 신체검사

의 방법․ 차 등에 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검사”라 함은 운 면허를 취득하기 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제업무 자격요건을 갖추기 하여 시행하는 신체

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2.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라는 운 업무종사

자,  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 환기 

 조작  등을 취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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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은 종합병원․병원 는 의원을 말한다.

  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

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체검사를 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정 ”이라 한

다)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불합격 여부 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

병원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장을 말

한다.

  6. “철도안 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 정보를 종합 리 하는 

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 )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 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신체검사 정서 (이하“ 정서”)에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

사지정병원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항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정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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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의 방법 등) ①신체검사 검사자가 신체검사 항

목  불합격기 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한 신체

검사항목 정상범  참고표는 별표2과 같다.

 ②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신체검사 정서 기재

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

와 함께 신체검사 정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검사의 정 등) ①신체검사 정 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별

표1의 합격기 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정 은 신체검사 결과가 정하기에 부족할 경

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 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운 업무종사자 등에 한 신체검사의 실시 ) 철도종

사자에 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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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 검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 최 검사를 받은 후 2년 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 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제9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신청 등) ①신체검사지정병원으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체검사지정병원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할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 개설 신고필증 는 개설 허가증 사본

3. 의료장비내역서(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한

다)

4. 의료기 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 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

사의 인장의 인   서명

②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제4항 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병원·병원 는 의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 (안)

- 170 -

2. 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문인력을 갖출 것

3. 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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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불합격기

최 ․특별검사 정기검사

1. 일반

   결함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 의 악성종양

나. <삭 제>

다. 증인 고 압증(수축기 압 

180mmHg 이상, 확장기 압

110mm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염병  직 ․호홉기 등을 통

하여 가 가능한 염병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나. <삭 제>

다. 조 되지 않는 증인 고 압증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

정 염병  직 ․호홉기 등을 

통하여 가 가능한 염병

2. 비․

  구강․  

 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나. <삭 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나. <삭 제>

3. 치아

   계통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4.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한센병 환자
  <삭 제>

5. 흉부

  질환

가. <삭 제>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성  

만성 늑막질환

다.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

염, 증 기 지확장증

라. <삭 제>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

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만성천식

증, 만성기 지염, 기 지 확장증

라. <삭 제>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폐쇄

성 폐질환

6.순환기  

계통

가. 심부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

맥(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 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

맥(150회/분 이상) 는 기질성 부정

맥

[별표 1]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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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다. 심한 방실 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상동맥질환( 심증  심

근경색증)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

도장애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

류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

낭염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상동맥

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7. 소화기  

계통

가. 빈 증 등의 질환과 계있는 비장

종

나. 간경변증 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다. 거 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가. <삭 제>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

성 간염 는 간경변증

다. <삭 제>

8. 생식

   는

  비뇨기

  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증 요실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 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

성 신결석  요 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

신증후군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신장

염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

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요 결석

아. <삭 제>

9. 내분비

  계통

가. 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는 말단비 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

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증인 당뇨병(식 당 140이상)  

증의 사질환(통풍 등)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

분비질환, 사질환(통풍 등)

10. 액

   는 

가. 우병

나. 소  감소성 자반병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우병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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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계통

다. 증의 재생불능성 빈

라. 용 성 빈 (용 성 황달)

마. 진성 구 과다증

바. 백 병

소성 자반병

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

성 빈

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 성 빈

(용 성 황달)

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

구 과다증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 병

11. 신경

   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

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

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

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 이상 는 뇌 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는 신

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경우

마. 뇌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

는 경우

바. 신성․ 증 근무력증  신경근 

합부 질환

사. 유 성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아.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탈수조

성 질환(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

화증)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

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

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

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 이상 는 뇌 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는 신

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

이 있는 경우

마. 뇌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

는 경우

바. 신성․ 증 근무력증  신경근 

합부 질환

사. 유 성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

성·퇴행성 질환  탈수조성 질환

(유 성 무도병, 근 축성 측색경

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경화증)

12. 사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

는 자

나. 난치의 , 질환 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에 한한다)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

는 자

나. 난치의 , 질환 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 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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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

두 40dB 이상인 자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

두 40dB 이상인 자

14. 

가. 두 의 나안 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

이라도 0.5 이하인 자 (다만, 한쪽 

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쪽 의 

시력이 0.3 이상인 자는 제외) 는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

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한쪽 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쪽 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

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안구진탕

마.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가. 두 의 나안 시력  어느 한쪽의 시

력이라도 0.5 이하인 자 (다만, 한쪽 

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쪽 의 

시력이 0.3 이상인 자는 제외) 는 두 

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이

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한쪽 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쪽 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나. 시야의 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

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안구진탕

마. 색각이상자(색약  색맹)

15.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

격  행동장애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

신장애

라. 마약, 마  약물, 알콜 독자 등

마. 간질

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홉증, 수

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 는 

공황장애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

격  행동장애

다. 업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

신장애

라. 마약, 마  약물, 알콜 독자 등

마. 간질

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장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 는 공

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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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방법 정상범  참고치 련 질환 등

이학  검사

상담/문진/진찰 

신체계측 신장 체  비만도

시력검사

색신검사 정 상

압

안과 검사 안과 검진 정 상 안질환 유무

심 도 검사 12 도 심근경색증, 심장기능장애

청력검사 좌우 청력 난청의 조기발견, 청력장애

흉부방사선검사 흉부사진 촬 정 상 폐결핵, 폐기종, 기 지염, 폐암

소변검사 

PH
뇨단백
뇨당

구

5-8
0-30mg/dl
0-50mg/dl
0-10µl

신장질환
황달
당뇨병
신장질환

간기능 검사

SGOT 0-37U/l 간질환 간기능장해

SGPT 0-37U/l 만성 간염

r-GTP 남11-63U/l
녀8-35U/l

지방간, 알콜성 간장해

순환기계검사
T. Cholesterol

Triglyceride

120-230mg/dl

40-200mg/dl

고지방 증, 간경변, 상동맥

경화, 기타 지질 사

당검사 Glucose(공복) 70-126mg/dl 당뇨병

신장기능검사 크 아틴 0.5-1.41mg/dl 신우신염, 통풍성 염

액 검사

구 수 400-520만개/µl 각종 빈 , 빈 의 원인

색소
남13-18g/dl

녀12-16g/dl
진성다 증, 기타 액질환

헤마토크릿트
남38-52%

녀36-47%
비장암, 조 기능장애

백 구수 4500-1만개/µl 출 성 질환, 출 의 원인

[별표 2]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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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정번호

신체검사 정서

사 진

(3×4cm)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검사구분 : □ 최   □ 정기  □ 특별

  업 무 분 야 : □ 운 업무(○일반차량, ○철도장비)  □ 제업무  □ 신호기 등 취 업무 

검사항목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신    장 체    

시    력
나안 좌 우

청    력
좌

교정 좌 우 우

압(최고/최 ) 생식/비뇨기계통

일반결함 내분비계통

비․구강․인후계통 액/조 계통

피부질환 신경계통

흉부질환 사지

순환기계통 (시력 제외)

소화기계통 정신계통

와 같이 검사 하 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ㅇㅇㅇ 인

검 사 결 과

 격 여 부

합   격

*필요시 소견서 별도첨부
정보류

*불합격 사유
불합격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이 정하 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ㅇ병원(의원)장 인

210mm×297mm

비고 :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하기 에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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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체검사 문진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철도업무분야

□ 운전 □ 관제 □ 기타한자

주소 전화번호

면 허 자

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검 사 종

류
 □ 최초 □정기 □특별 소속기관 잔여유효기간

기왕력(과거나 현재 아래 경험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 칸에 ☑ 표시하여 주십시

오)

빈 번 한 

두통

□ 있음 

□ 없음

약물과민

반응

□ 있음 

□ 없음
폐질환

□ 있음 

□ 없음
안질환

□ 있음 

□ 없음

현기증 ․실
신

□ 있음 

□ 없음
자살기도

□ 있음 

□ 없음
심장질환

□ 있음 

□ 없음
피부질환

□ 있음 

□ 없음

의식상실
□ 있음 

□ 없음
수면장애

□ 있음 

□ 없음
신장질환

□ 있음 

□ 없음
신경계질환

□ 있음 

□ 없음

경련 ․정신

발작

□ 있음 

□ 없음

고․저 혈

압증

□ 있음 

□ 없음
위장질환

□ 있음 

□ 없음
기타 질환

□ 있음 

□ 없음

두부외상
□ 있음 

□ 없음
당뇨병

□ 있음 

□ 없음

간질환 ․황
달

□ 있음 

□ 없음
수  술

□ 있음 

□ 없음

멀미
□ 있음 

□ 없음
악성종양

□ 있음 

□ 없음

이 비 인 후

과질환

□ 있음 

□ 없음
의병제대

□ 있음 

□ 없음

알레르기
□ 있음 

□ 없음
척추질환

□ 있음 

□ 없음
정신질환

□ 있음 

□ 없음
보험가입거절

□ 있음 

□ 없음

천식
□ 있음 

□ 없음
알콜중독

□ 있음 

□ 없음

습 관 성 물

질중독

□ 있음 

□ 없음
철도 사고

□ 있음 

□ 없음

공황장애
□ 있음 

□ 없음

주요병력(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약품명 등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현 복용

약품
병력(최근2년간)

보충설명

철도안전법 제12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

도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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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신체검사지정병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
호(법인등록번
호)

③주 소 ④연 락 처

⑤병 원(의 원)명
⑥소 재 지
⑦ 검 사 가 능 항
목
⑧검 사 장 비
⑨1일 검사가능인
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체검사를 담당할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3. 신체검사항목별 의료장비내역서 1부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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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지

산업시스템이 대형화 될수록 사고의 결과도 막대한 피해로 나타난다. 미국 드리

마일섬 원자력발전소 사고(1979), 인도 보팔시에 있는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 회

사의 맹독성 농약 메틸이소시아네트 유출 사고(1984),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

력발전소 사고(1986) 등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시스템의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다.

철도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

생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

본 효고현 열차 탈선 사고와 더불어 아제르바이젠 지하철 화재 사고(1995), 영

국의 킹스크로스 지하역사 화재 사고(1987), 동경 지하철 충돌 사고(2000) 등은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준 사례이다.

국내 철도산업은 고속철도의 개통과 각 지자체별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통 등으

로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고의 결과도 막대한 피해

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무려 192명의 사

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시스템이 대형화 할수록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형 시스템의 사고 원인은 상당 부분 인적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시스템의 오작동과 운전원의 오판에 의한 

결과로 초래된 사고이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역시 사고에 대처하는 인간요소

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참사로 확대된 사고였음이 드러났다. 국내외 원자력 산

업의 경우 이미 인적요인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인간공학의 제반 원리 및 기술 

적용을 인허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 비해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낮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인간요소의 개입을 없앤 철도시스템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화와 정

보화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인간요소의 개입 방식도 수동조작과 같은 신체

적 개입 방식에서 정보처리,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과 같은 정신적 개입 방식으

로 변화하고 있어서 인적오류의 방지 및 평가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해설서 : 인적오류 관리 시행지침 (안)

- 182 -

따라서,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오류를 유발하는 인자를 시스템 전 수

명 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틀 안에서 관리 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철도산업에서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의 근간이 될 ｢인적오류 관리 시행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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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

제3조(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 ①철도 사업자는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를 체

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 사업자는 인적오류를 적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위험도 관리 체계와 절차를 따른

다.

   - 인적오류 관리의 목표 및 범위 결정

   - 회고적(retrospective) 및 예견적(prospective) 인적오류 분석

   - 인적오류 관리 분야 및 방법 결정

   - 분야별로 정의된 인적오류 관리 방법 시행

   - 인적오류 관리 수준 평가 및 감사

   -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

②철도 사업자는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1. 철도 사업자는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

진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관리할 조직을 갖추고 이

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2. 인적오류 관리 전문인력은 철도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인간공

학/안전공학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현재의 사고조사 시스템에서는 사고 원인중의 하나로 작업자의 인적오류(취급부주

의)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오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인적오류를 일으

킨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통해 인적오류를 방지하고 

저감시켜야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바로 ｢인적오류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조문 해설

안전업무종사자는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한다.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여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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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 관리 목표 및 범위 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을 수

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개선도 항시 고려하여야 한다.

오류분석에는 회고적 오류분석(retrospective error analysis)과 예견적 오류분석

(predictive error analysis)이 있다. 회고적 오류분석이란 이미 발생했던 사고나 사

건을 분석하여 거기에 개입된 인적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예견적 

오류분석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나 상황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유형과 

그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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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오류 리의 목표  범  결정

제4조(인적오류 관리의 목표 및 범위 결정) ①국가의 안전목표 및 철도 안전목표

에 부합하는 인적오류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실

현 가능해야 하며, 정량화가 가능해야 한다.

1.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국가적인 철도 안전목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

다.

2.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통계자료의 분석 결과와 위

험도분석 결과, 그리고 안전관리 활동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설

정되어야 한다.

3. 인적오류 관리 목표는 지속적인 안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하고, 철

도 산업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②인적오류 관리 범위는 운전 경험 자료와 위험도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우선 

순위와 인적오류 관리 목표의 달성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1. 단기적으로는 앞서 정의한 안전업무종사자를 관리 대상으로 하나, 장기적

으로는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의 경험 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관

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리 범위는 상기 관리 대상자의 선발, 자격, 업무적성 평가, 교육/훈련, 

조직, 직무 관련 시스템, 그리고 모든 정상직무와 비정상/비상 직무를 대

상으로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오류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 및 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조문 해설

철도사업(운영)자가 제정하는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은 국가의 안전목표 및 철도 

안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하는 

안전업무종사자 뿐만 아니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철도안전법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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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및 운전 경험의 반영

제5조(사고 및 운전 경험의 반영) ①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를 위하여 국
내외 철도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운행장애, 운전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

1. 안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사고 및 운행장애를 포함한 국내외 철도 산업의 
모든 운전 경험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2. 근본 원인이 파악되고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방
안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3. 안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모든 운전경험은 관련자들에게 전파 교육되어야 
한다.

②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의 분석은 인적오류의 원인 파악 및 효과적인 대응 방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현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 및 분석에서 ‘취급부주의’가 원인으로 분
류되면, 인적오류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적오류의 분석 대상은 앞에서 정의한 안전업무종사자를 1차 대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원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한
다.

3. 인적오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적
행위개선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의 원인, 발생 과정 및 결과를 추적, 분석
할 수 있는 기능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요소(작업자 관련, 
직무관련 작업환경 관련, 조직관련)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의 유형 및 다양한 원인요소들을 체계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와 분석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발생한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은 철도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사고나 운행장애를 직접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나 운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
었던 경험을 비롯하여 지침/규정의 준수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문
제점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은 보고자의 익명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2. 보고된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교훈이나 개선
책을 현장에 전파하여야 한다.

3. 분석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문제점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어 긴급히 전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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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취지

사고 및 장애에 내재되어 있는 인적오류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률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사고 및 장애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적오류 관

리 방안이 필요하다.

사고 및 운전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적행위 개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운

용되어야 하며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안전업무종사자는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한다.

국내, 국외 철도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장애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오류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오류 발생원인을 제거

하거나 발생률을 저감하기 위한 대응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회고적 분석기법에 의한 오류분석 결과는 안전업무종사자에게 전파 교육되어야 한

다.

인적행위 개선시스템과 아차사례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오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 활용하여야 한다.

인적행위 개선시스템은 인적오류의 원인, 발생 과정 및 결과를 추적, 분석할 수 있

는 기능과 절차를 구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아차사례 보고시스템은 익명성과 자발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내 원자력 산업의 인적행위개선시스템 (K-HPES; Korean-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국내 항공 산업의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KAIRS; Korea Aviation safety 

hIndrance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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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도 관점에서의 안전기능 및 인적오류 분석

제6조( 험도 에서의 안 기능  인 오류 분석) ① 험도분석 정보를 근

거로 안 업무종사자와 련된 주요 안 기능과 인 오류를 악하여야 한다.

1. 험도분석을 통하여 주요 사고 시나리오와 련된 안 업무종사자, 련 

안 기능  직무를 악하여야 한다.

2. 험도분석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인 오류의 유형을 악하고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인 오류의 악과 평가에는 한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간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철도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안 업무종사

자의 인 오류의 유형과 발생 메커니즘  오류 향인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인간신뢰도분석은 철도 사고  험도에 향을 미치는 안 업무종사자

의 인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험도분석과 인간신뢰도분석을 근거로 사고의 방지  처 에서 취약한 

안 기능  련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를 악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여

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안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안전기능 및 인적오류의 분석은 위험도분석 정보를 근거

로 하여야 하며적절한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인적오류를 파악하고 평가

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조문 해설

안전업무종사자는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한다. 예견적 오류분석의 한 

방법으로 위험도분석 정보를 근거로 안전업무종사자의 안전기능과 인적오류를 파악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적오류의 파악과 평가에은 적절한 인간신뢰도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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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분석 및 직무부하 분석

제7조(직무분석 및 직무부하 분석) ①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를 적절하게 평가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 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안전업무종사자의 정상, 비정상, 비상 직무의 유형과 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직무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유형과 상황별로 직무부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평가에는 모든 일상 업무와 비상시 업무를 포함

해야 하며, 체계적인 직무부하(업무량 평가) 평가를 통하여 취약한 직무를 파악

하고 적합한 수준 이하로 직무부하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국내 철도산업에서는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해 본격적인 직무분석 및 부하분석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업무종사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중 어느 업무가 더 부하가 높은지 파악

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조문 해설 

안전업무종사자는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한다.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부하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부하가 높

은 직무는 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WP1 Final Report: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Trial Methodology 

(2004), R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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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오류 리의 목표  범  결정

제8조(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①안전업무종사자의 주요 직무에 관련된 모든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안

전업무종사자와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것이 인적오류의 

유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안전업무종사자가 제어하고 조작하는 시스템은 설계 및 제작시에는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제작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조문 해설 

안전업무종사자는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한다. 인적오류의 발생 가능성

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업무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어하고 조작하는 제어

반이나 조작반은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제작 및 관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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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차서 개발 및 관리

제9조(절차서 개발 및 관리) ①안전업무종사자의 모든 주요 직무에 대하여 수행 

절차서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상대응절차서를 포함

하는 모든 절차서는 인간공학 원칙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정확하

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사용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절차서는 

“인적요인 측면의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규격”에서 정한 바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안전업무종사자가 수행하는 모든 주요 직무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절

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조문 해설 

안전업무종사자는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을 지칭한다. 안전업무종사자는 절차

서에 따라 모든 주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절차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인간공

학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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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

제10조(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 ①사업자는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인적오류 관리의 이행 상태와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감독받고 평가되어 개선되어야 함을 기술하

였다.

 조문 해설 

철도 사업(운영)자는 인적오류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여 발전시켜야 한

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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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지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분야에는 항공과 원자력 산

업이 있다. 이들 산업은 안전이 특별히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점에서 철도 산업

과 공통점이 많다. 이들 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세한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고 이에 따른 사고분석보고서가 작성된다. 이와는 별도로 인적오류가 개입

된 사고나 사건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도의 인적오류 분석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항공준사고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인적오류나 

아차사례를 보고․분석하고 이를 산업계에 전파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원자력 산업 역시 K-HPES(인적행위개선체

계)를 도입하여 인적오류를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발전소에 적용하는 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 철도 

환경에 접목하는 관점에서 이들 인적오류 관리 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공준사고는 보고자의 자발성과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인적오류나 아차사례를 보다 활발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관리의 주체를 항공사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분석의 객관

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적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수준은 깊지 못하여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산업의 K-HPES의 경우, 인적오류를 분석하는 절차나 방법이 항공준사

고에 비해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인지공학의 인적

행위 및 오류발생 이론을 기술적 배경으로 하여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

써 인적오류의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오류방지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오류사건의 보고가 자

발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과 K-HPES 분석자가 상당한 수준의 경

험과 사전 지식이 필요한 점이 단점으로 파악되었다.

항공준사고나 인적행위개선체계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철도 환경에 맞는 인

적오류 보고 및 조사 체계를 개발 및 제도화함으로써, 인적오류의 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과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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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항공이나 원자력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인적오류 분석 및 인적행위개

선체계를 국내 철도산업에 시급히 도입하여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

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규격｣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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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및 대상

제4조(주체 및 대상)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철도사고 또는 운

행장애에 내재되어 있는 인적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차사례를 접수 받고 분석하

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주체를 지정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철도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저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의 주체는 철도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

자등이 수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체계적인 인적오류 관리 활동을 위하여 인적행

위개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적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 과제에서 개발 및 

현장 적용성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사고등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철도사고등을 일

으킬 수 있었던 사례와 더불어 기존의 규정/지침의 준수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위

협이 되었던 사례를 경험한 철도종사자는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통해 그 사례를 보

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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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제5조(위탁) ①철도운영자등은 인적오류의 원인분석 활동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아차사례의 접수 및 

분석 활동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5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있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운영자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업

무를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소규모 철도운영자등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구

성 및 유지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철도운영자등이라도 전문인

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력상황에 따라 시일이 경과되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을 두었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에 의하여 아차사례의 접수 

및 분석활동도 가능하므로 아차사례와 관련된 활동도 외부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에 따른 책임은 철도운영자등이 지게 하였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의 명

령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위탁 받은 자와의 권한의 수권(授權)

행위만 있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부하 관리위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도운영자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책

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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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

제6조(전문인력)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이용한 인적오류 분석을 위하여 전

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

무의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운영자

등은 7년 이상의 철도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인적오류 분석자를 선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인적오류 분석자를 위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및 안전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적오류 분석을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인적오

류 분석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심층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철도운영자등은 일정수준 이상의 

철도분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적오류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야 한

다.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제에서는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위한 

전문인력의 최소 근무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적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인적

오류 및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철도운영자등은 전문인력이 이러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은 주기적으로 재실시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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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제7조(규정)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의한 

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의 목적

  2. 규정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시스템의 하드웨어 요건

  5.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요건

  6. 전문인력의 선발 또는 지정

  7. 전문인력의 권한 및 책임

  8. 전문인력의 교육

  9. 인적오류 분석의 주체, 대상, 절차

  10. 아차사례 분석의 주체, 대상, 절차

  11. 규정의 작성, 유지, 제출

  12. 자료등의 유지, 열람, 제출

  13.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규정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

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정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 규정의 타

당성 등에 관한 검토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 

받은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운영자등에게 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1.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정한 경우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위 주체자의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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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의 작성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작성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규정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과 철도운

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작성한다. 철도운

영자등이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므로써 능동적인 철도안전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한 철도운영자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

양부장관의 요청 또는 요구에 따라 규정의 제출･보완･변경을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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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구축

제8조(시스템 구축)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시 적절한 외부기관

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모든 책임과 의무는 철도운영자등에 있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행위 주체를 지정한다.

 조문 해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철도운영자등이다. 국가가 일률적

으로 시스템을 제작하고 제공한다면 각 철도운영자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의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구축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에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을 위임할 수 있다. 소규

모 철도운영자등이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에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임에 따른 책임과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정상적인 유

지에 대한 의무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업무협조에 따라 

대규모 철도운영자등에게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을 위임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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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드웨어 설계 요건

제9조(하드웨어 설계 요건) ①분석 결과를 철도종사자가 확인하고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웹기반(web-based)의 컴퓨터로 구성되어야 한

다. ②시스템의 중앙컴퓨터에 비인가자의 물리적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

한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자료등의 보존을 

위하여 이중 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원 상실시에도 자료등의 손실을 방지

하고 일정시간 이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설계 요건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에 의하여 분석된 결과는 소속 철도종사자 누구든지 시･공간 제

약없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브라우저 구현이 가능한 하드웨어로 구

성되어야 한다. 인적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구축된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효과

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존이 용이하고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

여 단일(stand-alone) 프로그램 체제가 아닌 웹기반 인터넷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안전한 자료 저장 및 자료의 보존을 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행위개선시스

템의 중앙컴퓨터는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이중저장장치, 무정전장치등

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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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그램 설계 요건

제10조(프로그램 설계 요건) ①자료등의 유지 및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철도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 브라우저 환경을 갖추어야 한

다. ② 프로그램은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③사이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

여 자료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분석 진행상황이 추적 및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⑤시스템의 자료등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

리의 안전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훈련모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사용 상황에 알맞은 도움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항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가동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사용자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램 설계 요건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에 의하여 분석된 결과는 소속 철도종사자 누구든지 시･공간 제

약없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브라우저 환경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

다. 비인가자의 접근제한을 위해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은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다. 이

러한 로그인 기능으로 인해 필요이상으로 소속 철도종사자의 접근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로그인 기능은 단지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

어야 하며 소속 철도종사자의 로그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사용을 위하여 훈련모드 및 도움말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이버 안전 (Cyber Security), 최대한의 가동률 확보, 사용자의 동시접속에 대한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인적오류의 분석 결과뿐만이 아니라 인적오류 분석 진행

상황에 대해 누구든지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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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능설계 요건

제11조(기능 설계 요건) ①시스템은 인적오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요소(철도종

사자・직무・작업환경・조직 관련 등)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②시스템은 

인적오류의 유형 및 다양한 원인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

체계와 분석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은 발생한 인적오류의 재발 방

지를 위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은 분석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 설계 요건을 지정할 필

요가 있다.

 조문 해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적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제공되어

야 하는 기능 요건을 정한다. 복잡한 철도환경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황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더불어 분류

체계 및 분석기준을 제공한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이므로 필요한 대책들은 도출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적오류를 분석하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활

용이 가능하도록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개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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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적오류 분석

제12조(인적오류 분석)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조사시 인적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의해 인적오류를 분석할 때에는 모든 자료등에 대하여 소속 철

도종사자가 그 진행상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

다. ③과거의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를 분석할 때에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④분석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의 세부절차에 따라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체계적인 인적오류 분석을 위하여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적오류를 분석

하는 절차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한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에 대해서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적오류를 분석한다. 인적오류 분석의 투명성과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활용을 위하여 인적오류의 분석 진행상황 및 모든 자료에 대하여 철도종

사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적행위개선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적행위

개선시스템을 이용한 인적오류 분석 절차를 기술한다. 더 상세한 절차는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제의 결과물을 참고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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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차사례 분석

제13조(아차사례 분석) ①아차사례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자 또는 발

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철도운

영자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아차사례는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시스템

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아차사례의 접수・분석・결과・대책 등에 대하여 소속 

철도종사자가 그 진행상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아차사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분석은 제12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차사례에 대하여도 분석이 가능하므로 아차사례 

분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철도사고등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철도사고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례를 경험했

거나 관련 규정/지침의 준수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사례를 경험한 

철도종사자는 누구든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차사례를 보고할 수 있게 

하므로써 철도운행에 잠재되어 있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발생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아차사례 보고에 대하여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차사례의 보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보고

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장 이외의 장소(예; 자택, 

제3의 장소)에서도 아차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러한 아차

사례의 진행상황은 철도종사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험요소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하여야 한

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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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료등의 보존･열람･활용 및 제출

제14조(자료등의 보존・열람・활용 및 제출) ①철도운영자등은 시스템의 자료등을 보

존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모든 자료등에 대하여 

소속 철도종사자가 장소의 제한없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자료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분석

한 결과를 소속 철도종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④철

도운영자등은 분석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분석을 하면서 인지한 사실이 철도 안

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어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전파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철도 인적행위개선시스템에 입력되고 분석된 모든 자료는 보존하여야 하며 소속 철

도종사자의 시･공간의 제한없이 자유로운 열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적행위개선시

스템을 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이다. 인적오류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공개는 필수이다. 단,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적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인적행위

개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적오류 사례의 전파 및 교육을 한다. 이러한 전파 및 교

육의 방법은 행정적인 방법(예; 인적행위개선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사례 열람하

고 열람한 기록 남기기)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좀 더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적오류 분석중에 철도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요

소가 의심된다면 인적오류 분석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지체없이 소속 철도종사자

에게 전파하여 철도사고등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

가 철도안전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다

면 철도운영자등은 인적행위개선시스템의 모든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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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된 자료등에 대한 조치

제15조(제출된 자료등에 대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 제5항에 의하

여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분석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

석을 지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에 인적오류 분석 또는 아차사례 분석을 의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일부 미흡한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하도록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

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조문 해설

철도안전을 위해서 철도운영자등의 자체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나 일부 

불성실한 철도운영자등에 의하여 철도안전이 저해받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될 가능

성이 있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불성실한 철도운영자등에게 인적오류 분석을 재시행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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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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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된 사건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사실들 중 하나는, 사람이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인적수행도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 중 하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발생된 사건들의 약 

27%가 인적수행도 저하로 인해 발생되었고,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의 약 65% 

정도가 인적수행도 저하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 발생

된 철도사고들 중 30∼40% 정도가 인적수행도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인적수행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

과로서 인적수행도 저하의 상당 부분이 복잡한 직무로 인해 발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작업자는 상당한 양의 인지적 부하(cognitive 

demand)를 경험하게 되는데, 복잡한 직무로 인해 요구되는 인지적 부하가 작업

자의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할 경우 급격한 인적수행도 저하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부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인적수행도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철도 안전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에 대

해서는 그 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히 시행하는 것 또한 필요

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를 

근간으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철도 안전업무종

사자들의 직무부하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인적오류로 인한 철도사고등의 발생 가

능성을 감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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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및 대상

제4조(주체 및 대상) ①철도운영자등은 소속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부류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하여 직무를 분석하

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최근 과거 3년 동안,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한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한 운행장애 발생건수와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

른 모든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한 운행장애 발생건수

의 비율이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2. 최근 과거 5년 동안, 안전업무종사자 이외의 다른 부류 철도종사자의 인

적오류로 인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에 대하여 직무

분석을 실시한 후 전체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부하 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직

무부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변경의 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 일부가 변경된 경우

   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 일부가 변경된 

경우

  ④철도운영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

무부하를 평가하여 관리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위 주체를 지정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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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 안전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부하를 분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안전업무종사자라 함은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기장, 부기관사, 장비운전원 등), 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 

역신호취급종사자(열차운용원)를 말한다.

안전업무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철도종사자가 맡은 바 직무를 다하여야 안전한 

철도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

업무종사자와 같이 직무부하를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직무는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변경된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

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필요에 의해 안전업무종사자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 

이외에 다른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도 직무부하를 분석하고 관리활동에 반영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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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제5조(위탁) ①철도운영자등은 소속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거나 직무부하

를 평가하는 활동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직무부하 관리에 대한 업무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③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위탁을 

제외하고는 위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있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운영자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직무 분석 및 직무부하 평가 업무를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소규모 철도운영자등은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구

성 및 유지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철도운영자등이라도 전문인

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력상황에 따라 시일이 경과되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을 두었다. 직무부하 관리 관련 업무에는 직무분석, 직무부하 

평가, 직무부하 관리와 같이 3가지의 업무가 존재한다. 이중 직무분석과 직무부하 

평가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나 직무부하 관리는 위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이

유는 직무분석과 직무부하 평가는 때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더 

잘 수행할 수도 있고 철도운영자등의 상황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직

무부하 관리 만큼은 철도운영자등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에 따른 책임은 철도운영자등이 지게 하였다. 단,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위탁 받은 자와의 권한의 

수권(授權)행위만 있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부하 관리위탁자

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도운영자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은 의

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철도운

영자등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직무부하 관리 관련 업무에 있어 불성실한 철

도운영자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직무분석, 직무

부하 평가뿐만이 아니라 직무부하 관리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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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

제6조(시기) ①매 2년마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년이 되기 

전에 직무분석 및 직무부하 평가를 수행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4조 

제2항 제3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제4조 

제3항은 직무의 일부가 변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직무부하를 평가하고 직무부하 관리에 반영하는 업무는 일정한 주기마다 실행하여 

직무부하 관리에 피드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매 2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완료한다.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에 대하여는 그 부하를 낮추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직무부하 관리활동의 결과를 주기

적으로 확인한다. 철도운영자등의 필요에 의하여 2년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직무분

석 및 직무부하 평가를 수행하여 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안전업무종사자 이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부하 관리 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

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는 일련의 직무부하 관리활동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한내에 

완료한다. 직무가 변경되면 3개월 이내에 일련의 직무부하 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바

뀐 직무로 인한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활동에 반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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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제5조에 따라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을 실시할 각 직무분야

마다 1인 이상의 직무분석자를 선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직무

분석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어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부하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조직하고 유지

하여야 한다. ⑤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를 

위하여 선발 또는 지정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간공학 및 안전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활동에 반영하는 업무에 있어

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조문 해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 관리활동에 반영하는 일련의 업무

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최소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3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며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발시 경력기준을 4년 이상 또

는 5년 이상 등으로 늘릴 수 있다. 모든 업무의 근간은 직무분석이다. 따라서, 충실

한 직무분석이 되기 위하여 직무분야마다 1인 이상의 직무분석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관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은 기관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1인 이상이 선발･지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선발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는 안전공학과 인간공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련의 직

무부하 관리활동의 충실성을 더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재실시하여

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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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제8조(규정) ①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에 필요

한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유

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의한 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의 목적

  2. 규정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전문인력의 선발 또는 지정

  5. 전문인력의 권한 및 책임

  6. 전문인력의 교육

  7. 직무분석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8. 직무부하 평가의 주체, 시기, 대상, 절차

  7. 직무부하 관리 활동의 수립 및 시행

  9. 규정의 작성, 유지, 제출

  10. 자료의 유지, 열람, 제출

  11.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규정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

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정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 규정의 타

당성 등에 관한 검토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 

받은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운영자등에게 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1.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 활동에 부적합한 사항을 정한 

경우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직무부하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관리하는 활동은 미리 정해놓은 적절한 규정에 따

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설서 :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 규격 (안)

- 220 -

 조문 해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부하를 평가하여 직무부하를 관리하는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작성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규

정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가･직무부하 관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과 철도

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작성한다. 철도

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 또는 요구에 따라 규정의 제출･보완･변경을 한

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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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무분석)  철도운영자등은 인간공학이나 안전공학 분야 및 기타 관련분

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절성이 확인된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별표 1의 세부절차에 따

라 직무를 분석한다.

6. 직무분석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할 시 다양한 직무분석 방법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

분히 검증된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직무부하 평가 및 직무부하 관리활동은 직무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직무분석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무부하 평가와 직무부하 관리활동이 충실치 않게 된다. 

직무분석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철도운영자등은 다양한 직무분석 방법 중 직무분

석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절성이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거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산업계의 일반적인 

직무분석 방법인 계층적 직무분석(HTA) 방법을 철도 환경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

한 별표 1의 세부절차를 따라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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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부하 분석) 철도운영자등은 인간공학이나 안전공학 분야 및 기타 관

련분야에서 충분히 검증된 직무부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부하를 분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세부 절차에 따라 

직무부하를 분석한다.

7. 직무부하 분석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를 분석할 시 다양한 직무부하 분석 방법중 전문가들 사

이에서 충분히 검증된 직무부하 분석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직무부하 분석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철도운영자등은 다양한 직무부하 분석 방법 

중 직무부하 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절성이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여 직무부하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거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적절성이 충분히 검증된 NASA-TLX 방법을 

철도 환경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별표 2의 세부절차를 따라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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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무부하 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부하 분석결과에 의해 직무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부하 관리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인적오류 유발가능성이 있는 직무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

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무부하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부하 평가를 통하여 직무부하가 높게 

평가된 직무를 도출하였다면 직무부하가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등은 그 

부하를 낮춰주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즉, 피동적인 입

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아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능동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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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의 보존・열람 및 제출) ①철도운영자등은 직무분석・직무부하 평

가・직무부하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

자등은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소속 철도종사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자료의 보존･열람 및 제출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 활동의 모든 자료를 기록 및 유지하

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문 해설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의 직무부하 분석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생산되는 모든 자

료는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유는 차후에 관리활동 분석시 이용이 가

능하여야 하며 다른 철도운영자등에게 제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

한, 이러한 모든 자료는 소속 철도종사자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궁

극적으로 인적오류 예방 활동에 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받은 이러한 모든 자료는 국가 철도안전 활동

의 근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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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철도

운영자등이 제출한 직무분석 또는 직무부하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재분석 또는 재평가를 지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

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직무분석 또는 직무부하 평가를 의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토

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직무부하 관리의 시행상황이 미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독촉하거나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직무부하 관리를 위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철

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일부 미흡한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하도록 하거나 외부기관에 위

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조문 해설

철도안전을 위해서 철도운영자등의 자체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나 일부 

불성실한 철도운영자등에 의하여 철도안전이 저해받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될 가능

성이 있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불성실한 철도운영자등에게 직무분석･직무부하 평

가･직무부하 관리를 재시행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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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서

인적요인 측면의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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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요인 측면의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규격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정 취지

비상대응절차서에서 절차서의 구성 및 형식이 직무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혼

동을 줌으로써 인적오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구성 및 형식의 타당성은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절차서의 명확성에 우선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세부요소의 

문제에 비하여 운영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절차서는 완전하고, 정확하

고,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쉽고, 따르기 쉽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규격에 따라 개발

된 절차서 구성, 형식,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 단계의 기술방법, 

사용될 약어 목록 및 용어 규정을 포함하여 절차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규격을 

제공해야 한다.

 조문 해설 

철도 비상대응절차서에서 인적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인적요인 측면의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규격” 수행방법 및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인적요인 측면의 비상대응절차서 작성 규격”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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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 규정 및 지침

철도안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철도 비상대응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제2

조 등에 비상대응절차서에 관한 규정들이 기술되고 있다.

일반/도시철도 비상대응계획은 철도안전법 제8조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

로, 부산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에서 발생이 예

상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각 비상사태별로 대응요령을 

구축함으로서 인명, 재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사태의 대응․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설정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o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철도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철도사고를 바탕으로 FT (Fault-Tree 

고장수목)을 전개하여 비상사태 유형의 대응 시나리오 기본 자료로 사용함.

  o 국․내외 철도사고사례를 기본으로 사고발생시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하

여 각 비상사태유형별 사고의 특징을 도출함.

  o 비상사태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유

형을 판단하고 각 비상사태 유형별 사고대상과 위치별로 도출된 사고특징별 

가증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의 대상과 위치를 선정함.

  o 최종적인 우선순위로 선정된 비상사태 유형, 대상과 위치별로 시나리오를 설정

함.

비상사태의 유형별 대응매뉴얼(표준운영절차)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대응매뉴얼은 사고분류에 따라 사고종류-사고형태-사고대상-사고위치에 따라 

작성

  o 대응매뉴얼은 대응․복구단계만을 기술

  o 단계별 흐름도(단계별 조치원칙을 적용)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른 분야별 조치

사항을 기술

  o 해당 소속장은 대응매뉴얼을 기준으로 담당자별 세부 조치사항 작성(현장매뉴

얼)

(나) 타 산업 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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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에 비상대응절차

서에 관한 규정들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공항안전운영기준 등에 비상대응절차서에 관한 규정들이 기술되어 있다.

원자력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비상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도난․오
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수습, 사고확대방지 및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제

반 방재대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원자력시설 종사자와 주변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자력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일반지침에는 원전 각 호기의 고유기술지침서의 개발

로부터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확인, 검증, 교육훈련, 사용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

지 전반적인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

고 있다.

원자력의 비상운전절차서 작성지침서는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를 근거로 하여 비상

운전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사용될 작성자지침서 또는 절차서로서, 비상운

전절차서의 구성 체제 및 양식, 절차의 서술방법을 포함한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지침이 수록되며, 입증 및 확인 계획서에는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와 작성지침

서에 따라 초기작성 또는 개정된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기술적 정확성 및 사용상

의 유용성 등을 확인,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검증방법 및 과정의 설명이 포함되고, 

운전원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초기작성 또는 개정된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운전원

과 관련종사자에 대한 세부 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 계획서는 비상운전

절차서 및 보조자료에 대한 관리, 유지 및 개선 등과 관련한 체계와 개발된 비상운

전절차서의 사용에 관련된 운전조직 운영을 포함한 세부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 산업에서 공항운영규정의 양식 및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o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 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o 또한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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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o 각 페이지 및 문단에 번호를 붙일 때에는 순차적으로 체계화하여 참조하기 쉽

게 하여야 하며, 글자체를 알아보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o 공항운영규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공항운영자에 의하여 작성 및 서명된 것일 것

-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것

- 각 페이지마다 제정 및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두에 개정

기록부를 포함할 것

- 준비, 검사 및 인가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o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운영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 공항비상계획

- 제설계획

- 표지(Markings) 도면

- 표지판(Signs) 도면

(다) 비상대응절차서의 설계요소

절차서의 형식 및 구성에 의하여 직무의 정보처리 과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비상대응직원 개인의 능력한계와 시간적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인

간공학적 검토기준을 확인하였다.

  o 판독의 명료성

  o 절차서 형식의 일관성

  o 정보 식별의 적합성

철도와 원자력 산업의 절차서 간의 비교 분석결과, 전체 절차서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요소를 식별하였다.

  o 강조 및 심벌 : 체계의 일관성 등 인간공학적 보완 필요

  o 용어 : 일관성, 이해도, 번역 용어 등의 보완이 전체적으로 필요

  o 단계별 조치사항 :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서술 필요

  o 문장 구성 : 전반적으로 너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 보완 필요

따라서 절차서의 내용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

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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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목과 번호, 개정번호 및 날짜와 같은 확인 정보

  o 적용에 대한 언급과 목적

  o 필요조건

  o 사전 주의사항(경고, 주의, 주석 포함)

  o 주요 인간 행동

  o 제한사항과 조치

  o 승인 기준

  o 검사 목록

  o 참고문헌

(라) 결론

철도의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호의 철도 비상대응계

획수립에 관한 지침의 제2조에 의거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하여야 할 절차이다. 비

상대응 표준운영절차서는 철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실제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비상대응절차를 구축하여 다양한 비상대응 주체별로 행동요령을 정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서의 활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작성된다. 철도 비상대응 표

준운영절차서는 사고분류(종류, 형태, 대상, 위치)에 따라 작성되고, 단계별 흐름도

(단계별 조치원칙을 적용)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을 기술한다.

원전 비상운전절차서(EOP)는 발전소 운전변수가 원자로보호계통이나 공학적안전설

비의 동작 설정치를 초과하는 과도 상대 또는 사고 발생시, 이 결과를 완화하고 필

수적인 안전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작동이 요구되는 기기 및 계통과 운전원의 조치

단계를 기술한 절차서이다.

철도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서와 원전 비상운전절차서는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두 

절차서는 사고 발생시 조치해야 할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에

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을 인적오류 측면에서 철도 산업의 비상대응절차서 검토기

준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철도 비상대응절차서 검토기준을 확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o 철도 종사자의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절차서를 개발하는데 

충분한 인적요소를 고려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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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지침에 따라 개발된 절차서가 구성

(organization), 형식(style), 내용에 있어 일관성 유지

  o 행위 단계의 기술 방법, 사용될 약어 목록 및 용어 규정을 포함하여 절차서의 

내용과 형식(format)에 대한 지침 제공

  o 비상대응절차서에 대한 개발과 개정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지침 제시

  o 비상대응절차서 입안자, 검토자 또는 개정자에게 기준 및 지침이 적절하게 적

용되어 작성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서 활용

 참고자료

1) KINS/AR-601, “비상운전절차서 기술기준 개발”,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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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2006.02

3) NUREG/CR-1977, “Guidelines for preparing emergency procedures for 

nuclear power plants”, 1981

4) NUREG-0700, Rev.2,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2002.05

5) NUREG-0711, Rev.2,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2004.02

6) NUREG-0899,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82

7) NUREG-0800, Rev.0, “Standard Review Plan”, Chapter 13.5 

(Administrative Procedures), 1981.07

8) NUREG/CR-5228, “Techniques for Preparing Flowchart-Format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1989

9) DOT/FAA/CT-96/1, “Human Factors Design Guide”, 1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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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지

철도는 타 수송수단에 비해 안 성과 신속성이 뛰어난 장  때문에 차세  교통수

단으로써 각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철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간 철도청에서 

조사한 철도사고 발생 황에 따르면, 열차사고의 총 25건  80%에 달하는 20건이 

취  부주의와 같은 인  요인이 개입된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 원회(이하 ‘조사 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

원회가 조사한 철도사고는 총 39건으로 검수 소홀과 시공 불량을 포함한 인  오류 

사고는 총 19건(49%)로 밝 졌다. 

인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 업무종사자의 과실(36.8%), 운 취 자나 제사

의 과실(15.8%), 자동차 운 자  시공자의 과실(15.8%), 기타 유지 리  시공불

량 (31.6%)으로 밝 졌다. 이처럼 철도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의  비 이 

높아 철도종사자의 자질이나 기량 등의 철 한 자격 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철도종사자  운 업무종사자는 인  오류 원인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36.8%), 철도 사고의 원인뿐만 아니라 응체계와 직 인 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human errors)로 인한 철도사고의 

방  사고 발생시의 비상 응 방안 등에 한 책이 시 한 상황이다.

정부와 각 철도 운 사는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로 인한 철도 사고의 기본 

방 책으로서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qualification management)를 내세우고 

있다.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라 함은 운 업무종사자가 안 하게 철도 운

업무를 안 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부와 각 철도운 사에서 

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국내 철도산업에서는 철도안 법(법률 제8852호)을 통해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를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 법에서는 운 면허제도를 심으로 면허의 발   

리를 정부가 주도 으로 리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이후의 실무수습교육이나 안

교육 등은 각 운 사가 리하고 있다. 이처럼 운 업무종사자에 한 최소한의 

자격 리 요건을 리하는 근본 인 이유는 자격이 없는 운 업무종사자로 인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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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고를 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리활동은 철도 안  외에 운 업

무종사자들에게 자칫 감시와 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운 업

무종사자가 자격 리활동이 체계 이고 효율 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신뢰성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자격 리활동은 감시와 통제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자격 리활동의 부정 인 측면을 극복하고 운 업무종사자에게 자격 리에 

한 신뢰성을 심어주며, 철도안 을 한 기본 방 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자격 리활동 원칙이 철 하게 수되어야 한다.

▪ 원칙 1: 자격 리활동은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방에 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 원칙 2: 자격 리활동은 험도(risk)측면에서 요한 운  직무에 을 맞

추고 있어야 한다.

▪ 원칙 3: 자격 리활동은 체계 인 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체계 인 

계층구조에 의해 수 (level)별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4년 철도안 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자격 리활동의 성에 한 타당

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자격 리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 업무종

사자에게 자격 리의 신뢰성을 인식시켜  필요가 있다. 타당성 검토는 행 철

도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리활동이 상기 세 가지 원칙에 하여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한 검토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규격서는 행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활동의 성에 

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체계 이고 효율 인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를 제안하

고 있다. 

 방법  차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 리에 한 연구는 자격 리활동이 철도안 에 미치는 

향 계를 모형화하여 이론 인 체계로 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산업은 고신

뢰도 체계(high-reliability system)로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이론

만으로는 철도 시스템 반에 한 이해가 실 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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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은 형 시스템으로 작은 원인으로 큰 사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며, 국민의 심도 매우 크다. 

▪ 철도산업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희귀사고(rare event)로 사고에 한 정보나 

기 이 부족하며, 사고 방을 한 학습이나 의사결정이 어렵다. 

▪ 철도산업은 착체계(tightly-coupled system)이면서 동시에 복합체계

(complex system)로서 모든 부분(part)은 체(body)와 복잡하게 연 되어 

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특성 때문에 존하는 자격 리활동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한 

장 문가의 활용, 타 고신뢰도 산업과의 비교연구, 그리고 국외 철도선진국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국내 철도산업의 실에 맞는 자격 리체계에 근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자격 리활동의 타당성 검토

를 통해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고, 그 요건들의 상호 계를 정립하여 자격 리 

모형을 설정한 후, 자격 리 지침을 개발하는 체계  방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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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도분야

∙ 국외 철도분야

∙ 국내 타 산업분야

∙ 인 오류 향인자(ESFs)

∙ 국내 철도 사고사례

∙ 운 업무종사자

ESFs와 자격 리 

요건의 련성 분석
운  직무특성 분석

자격 리

차  요건 분석

∙ESFs에 따른 자격

  리 요건의 련성

∙자격 리 측면의 요

  직무 도출

∙자격 리 차  요건

의 비교분석

자격 리 요건 도출

자격 리 모형 설정

자격 리 규격 개발

∙기술기  안 도출

∙기술기  안 검증

∙ 행 제도 실태 조사

∙ 문가 심층면

∙자격 리를 한 요건

도출

∙요건의 문가 평가

∙ 문가 검토

∙ 장 용성 검토

<자격 리 규격 개발 차>

먼  행 운 업무종사자 자격 리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자격 리활동의 

원칙을 기반으로 행 국내 철도산업의 자격 리활동에 한 다음 세 가지 측면의 

검토를 수행하 다.  

▪ 자격 리활동의 원칙 1: 자격 리활동은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방에 

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검토방안: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 향인자(Error Shaping Factors; 이하 

ESFs)와 자격 리의 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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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리활동의 원칙 2: 자격 리활동은 안 도 측면에서 요한 운 직무에 

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검토방안: 철도 안 도 측면의 요 직무와 자격 리의 계 검토

▪ 자격 리활동의 원칙 3: 자격 리활동은 체계 인 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체계 인 계층구조에 의해 수 별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방안: 국내외 철도  타산업의 자격 리활동 차  계층구조에 따른 

수 (level)별 리 황 비교검토

이상 세 가지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첫째,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자격 리

활동 체계  황을 분석을 통해 인 오류 향인자에 따른 자격 리 요건의 련

성을 분석하 다. 둘째, 국내 철도 사고사례 분석과 운  직무분석을 통해 험도 

측면에서 요한 운 직무를 도출하고 자격 리활동과의 계를 분석하 다. 셋째, 

국내외 철도  타 산업분야의 자격 리활동의 차 비교를 통해 체계 인 자격

리 차와 계층구조에 따른 수 별 리체계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행 자격 리활동의 성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운 업무종사자

의 기본 자격 리 요건을 도출하 으며, 정부와 각 철도운 사의 자격 리활동 

문가의 평가를 통해 자격 리 요건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다음으로 도출된 기본 자격 리 요건을 바탕으로 자격 리 모형을 설정하 다. 자

격 리 모형은 자격 리의 계층  구조에 따른 차와 각 차별 자격 리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자격 리 모형은 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술기  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기술기  안에 해 이론  실험  검

증을 수행하 다. 한 자격 리 모형의 실 용성을 검토하기 해 행 자격

리체계에 한 제도시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자격 리 모형을 바탕으로 각 자격 리활동에 한 세부 리규

격을 지침서의 형태로 개발하 으며, 자격 리 문가의 검토  장 용성 검토

를 통해 지침서를 수정․보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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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요건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만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4.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

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결격사유가 국가자격시험의 일환으로 일부가 변

경 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하 으며, 운 업무와 연령은 련이 있음.

▪ 민법 제4조에서 만 20세로 성년, 즉 심신이 정상 으로 발달하여, 완 한 행 능

력이 인정되는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운 면허의 경우, 형  특수차량의 면허는 만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철도의 경우도 만20세 이상이 타당함. 

▪ 자동차 운 면허의 경우, 형  특수면허의 나이제한을 만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철도차량도 특수차량으로 간주됨.

▪ 약 99%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 만20세 미만인 자에 한 결격사

유 유지가 타당함.

▪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합성을 한 연구로 운 자 선발의 타당성, 기본 인 선

로와 철도 수송역량과 련된 훈련 로그램의 합성,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역

량(나이, 신체조건 등) 표 에 한 정의, 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역량 표 의 

용에 한 합성, 역량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운  성과의 모니터링의 효과성, 

훈련감독자의 역량(나이, 신체조건 등)표 을 제시하고 있음(Halcrow, 1999). 

▪ 역량평가(나이, 신체조건 등)와 운  표  리자의 존재, 운  기술의 훈련에 

한 합성, 선로 학습과 철도수송을 설립과 련된 평가, SPAD의 목표설정의 안

정성 제시와 감시, 운 업무종사자의 험을 사 에 리하는 시스템, 사고분석에 

있어 인 요인을 고려함에 한 여러 가지 시들을 제시하고 있음(Hal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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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업무수행  신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신호검색, 신호 인식, 색깔의 구분과 신호

의 의미해석과 련된 업무와 련된 연구이며, 선로에 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

을 때에는 가시 인 신호의 크기나 발 성, 운 업무종사자와 신호사이의 거리, 

피로도, 날씨, 시야, 주의력 결핍, 업무 요구의 간섭등과 같은 요소들이 검색시간에 

향을 다고 주장하고 있음(Arthur, 1997). 

나.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그리고 간질병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결격사유로 인정함.

다.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마약류, 즉 마약, 마, 향정신

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는 마약류 리에 한 법률  향정신성 의약품 리

법에 의해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통령이 정한 신체장애인에 한 결격사유는 불필요함.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02조(차별), 우리나라의 장애

인 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2항등 에서 장애인은 국가 ․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배되므로 불필

요한 조항은 삭제를 권고함.

▪ 철도안 법 제12조의 신체검사를 통해 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각  시각 장애자를 포함하여 통령령이 정한 신체

장애인에 한 별도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 없음(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2의 검사항목 13과 14). 

▪ 국내 항공법에서도 나이만을 자격응시 제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 일반 으로 운 면허 취소 이후 2년 이내 혹은 효력정지 기간에는 운 면허 응

시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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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속철도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 철도운영자 등은 고속의 운행환경에 적합

한 자를 고속철도 운전업무종사자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선발은 해당 차종의 운 면허 소지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체  성 검사 등에서 고속철도의 운행환경에 합한지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못함.

 조문 해설 

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는 고속의 운행환경에 합한지 여부를 선발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행 제도에서는 고속철도만을 운행할 수 있는 특수면허시험 요건으로 행 제

도에는 디젤차량운 면허, 제1종 기차량 운 면허, 그리고 제2종 기차량 운

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운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 환경에서 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 업무종사

자의 인간공학(human factors)  한계가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라.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고속의 운 환경 특성에 

맞는 운 업무종사자의 선발이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요함(김사길 외, 2007).

▪ 국내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용선로와 일반철도 겸용선로를 모두 사용하므

로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인지체계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

히, 신호체계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정신모델의 양립성(compatibility) 

측면에서 즉각 인 인지작업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검하여야 함

(Hamilton, W. I., Clarke, T., 2005). 한 신호인지를 돕는 자동화 정보기기

에 한 연구를 통해 신호인지와 련한 인 오류를 감하여야 함(Askey 

& Sheridan, 1995).

▪ 신호체계는 작업기억만으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하며, 신호 정보가 복잡한 경우, 정보를 재코딩(recoding)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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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신호 정보가 부득이하게 복잡한 

경우, 지속 이고 반복 인 교육훈련을 통해 규칙기반 행 (rule-based 

behaviour)나 지식기반 행 (knowledge-based behaviour)를 기술기반 행

(skill-based behaviour)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기반 행 는 감각

 행  수행이 가능하며, 최소의 주의자원(attention)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

하기 때문임(Rasmussen, 1982). 한 교육훈련은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상

황 등에 한 실성(reality)을 높인 기능모의운 연습기(full-scope 

simulator)를 활용하여야 학습효과의 이(transfer of learning)가 가능함

(Hancock & Bayha, 1982).

▪ 200km/h 이상의 고속 운행구간에 해 신호를 측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시

간이 4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검하여야 함(Woodward, M. 

et al., 1999). 한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에 비하여 자동 신호감지 시스

템을 통한 정보제공  경고표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국내 철도 련법에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신호체계에 한 기술  요

구사항을 차별 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일반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qualifications)과 교육훈련체계에 한 차별  규정을 

재검토하여야 함.

마. Woodward et al.(1999)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의 속도가 200km/h인 상황에서 

225m 방시야가 확보될 경우, 4  동안 신호를 인지할 수 있으며, 250km/h에

서는 신호 감지 시간이 3.2 로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함(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uman Reliability 

Associates).

<교육훈련 요구 분석 차>

속력 (km/h) 인지가능 시간 ( )

175 4.6

200 4.0

225 3.6

250 3.2

바. 국의 철도 운 사는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 측시간에 해 다음과 같은 방

침을 내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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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최소한 7초간 운전업무종사자에게 관측되어져야 하며, 그 중 4초 동안

은 신호를 관측하는데 어떠한 방해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

- Railtrack, 2002, GK/RT0037

    이른바 ‘4/7 의 법칙(The 4/7 Second Rule)’은 운행 작업 인 운 업무종사자

가 신호를 감지하고(detecting) 정확한 반응(response)을 하기 해 최소 4  이상

의 인지시간이 확보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운 업무종사자가 신

호를 인지(perception),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을 활용하여 결정  반응선택

(decision and response selection), 그리고 반응실행(response execution)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의 시간을 의미함.

사. 철도차량의 속도가 200km/h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4  이상의 신호인지 시간

을 확보할 수 없음. 특히, 시환경(visual environment)이 좋지 못한 날씨이거나 신

호표시가 무 작은 경우,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 처리 능력이 격히 하될 수 

있다(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uman Reliability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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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 면허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의 의무)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안 법 제10조의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문교육훈련

기 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운 업무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타당함.

 조문 해설

가. 행 철도안 법 체계는 교육훈련과목  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

의 자율 ․효율  운 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지정 문교육기 의 훈련과정에 

한 자율 운 을 권장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상자의 요구(needs)와 철도운 자 등의 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도록 교육훈련 주기별로 일련의 체계  근을 통해 교육훈련 과정을 수

정보완 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한 지침을 ‘철도운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리지침’에 반   교육기 에 제공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 인 교육

훈련을 유도하여야 함

다. 다음 국외 사례와 같이 교육훈련과정을 법에 반 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다만, 

국가나 인증기 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운 자나 교육기 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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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통합모델 국 독일 랑스

-FRA에서 인증한 

운 사의 교육훈련 

과정을 실시하도록 

함.

-인증 

교육기 에서 

이론  

기능교육을 

실시함.

-인증 

교육기 에서 

9개월에서 

18개월 간의 

기 훈련을 

실시함.

-운 사의 

교육센터에서 

27주간의 이론 

 9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필기 

 실기시험을 

실시함.

-운 사(국 ) 

교육기 에서 

모듈 7개의 

교육을 17주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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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통합모델
국 독일 랑스 스페인

이

론

교

육

-각 회사에서 

실 시 하 는 

T r a i n i n g 

Program을 

실시함(FRA

에서 인증부

여한 곳에서

만 가능).

1.기계․ 기 

교육

2 . 험 요 소 

악

3 . 사 건 장 

분석

-이론 인 

훈련: 실내 

교육과 시

범교육

-규정과 법규

-철도 타입에 

한 지식

-표 가격  

노선

- 9 개 월 에 서 

18개월간의 

기  훈련

1.규정과 법규

2.철도 타입에 

한 지식

3.표 가격  

노선

4.응 조치 등

-27주

-DB AG 기구 

과정의 개론

-엔지니어링 과

정

-작업 룰 북

-열차 운행에 

있어서의 비정

상 인 상황에 

한 행동, 철

도법, 고용법, 

고객 서비스에 

한 이론

-철도 엔지니어

링

-4륜 엔지니어

링, 화물 열차 

기 사

-16주

-모듈1:행동 안

에 한 원리 

이해, 기공학

-모듈2:제동장치, 

드라이빙 워, 

커뮤니 이션

-모듈3:드라이빙 

워에 한 

습, 열차 손상 

상황에 한 개

 이해

-모듈4:지시, 노

선 연구, 철

-모듈5: 열차 운

, 특수한 상황

-모듈6: 장치 작

동의 변칙  문

-12주

-응 처치, 작

업장에서의 

건강과 안

-작업 규칙, 

교 통안 규

정

-신호처리, 제

동장치, 열차

통제시스템

-기계, 기, 

역학 기술

-디젤, 기 

엔진에 한 

원리 "Chief 

driver"와 특

정 타입 엔

진 운행 참

제9조(교육훈련의 개발)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이 결정하며, 교육훈련기관

의 장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안 법 제10조의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문교육훈련

기 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운 업무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타당함. 한 교육 훈련 기   상에 따른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교육훈련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가장 체계 인 방법으

로 수행되어야하며, 이를 한 교육훈련 로그램은 교육훈련 주체에 의해 개발

되고, 한 주기 으로 보완되어야 함.

나. 다음은 국외 철도산업의 교육훈련과정으로 국가의 기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 운 사나 교육훈련 문 기 에 의해 교육훈련 로그램이 개발  시행되고 

있음.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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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통합모델
국 독일 랑스 스페인

-스트 스와 갈

등에 처하는 

방법

-기술  결함과 

사고에 한 

행동 

-최종 시험

제

-모듈7: 드라이

빙 워와 철도

차량에 한 사

건

여

기

능

교

육

-장비실습

1. 열차 조작

방법

2. 기 차 

공기 

이크 

시스템

3. 열차 검

- 실제 인 

훈련: 재 

제 공 되 는 

경험, 감독

이 있을 때

와 없을 때

의 운

-노선훈련

-지원자는 

의무 교육 

, 직업 교

육 , 추가 

기술 트

이닝, 기술 

교육 훈련, 

2차  level 

훈련 등을 

받아야함.

-경험 있는 

기 사가 운

행하는 열차

에 운 강사

와 함께 탑

승하여 노선 

교육

-9주

-경험 있는 운

사와 동행

-감독 하에서의 

운

-시뮬 이터

-독립  운

-20주

-경험 있는 운

사와 동행

-감독 하에서의 

운

-시뮬 이터

-독립  운

-6주

-경험 있는 

운 사와 동

행

-감독 하에서

의 운

-시뮬 이터

-독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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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훈련의 준비) 교육훈련의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교육훈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직 

내․외부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철도 업무 종사자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

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의 원인을 교육훈련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와 현재 갖추고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간의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4. 안전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태도에 대한 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과

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교육훈

련 과정에 반영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안 법 제10조의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문교육훈련

기 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운 업무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타당함.

 조문 해설

가. 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문기 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국외사례는 다음과 같음.

[국외사례]

미국 EU 통합모델 영국 독일 프랑스

-FRA에서 인증한 

운영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

-인증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기능교육을 

실시함.

-인증 

교육기관에서 

9개월에서 

18개월 간의 

기초훈련을 

실시함.

-운영사의 

교육센터에서 

27주간의 이론 및 

9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함.

-운영사(국영) 

교육기관에서 

모듈 7개의 

교육을 17주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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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262 -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M Halliday (1993), A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human factors' role 

in ATP.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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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훈련 요구사항의 정의) 교육훈련 요구사항의 정의는 교육훈련 목표에 

따른 필요한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목적

이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안 법 제10조의 ‘철도차량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문교육훈련

기 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운 업무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타당함.

 조문 해설 

가.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상자의 요구(needs)와 철도운 자 등의 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도록 교육훈련 주기별로 일련의 체계  근을 통해 교육훈련 과정을 수

정보완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한 지침을 교육기 에 제공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 인 

교육훈련을 유도하여야 함.

 참고자료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J Sharp Grant(1971), Concepts of fatigue and vigilance in relation to railway 

operation.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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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M Halliday (1993), A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human factors' role 

in ATP.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A. Parkes and D. Dennis(2003), Train Driver Visual Strategies: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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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Review.

Derek Porter(1992), A Detailed Task Analysis of Four Types of Train Driving.

Lowe, C., Li G. & Lock, D.(2004), Human Factors Research Implications of 

Common Factors in SPADs Literature Database.

R Harris and R Shotton(1991),  ATP pilot schemes: GWML drivers views on 

ATP training and equipment.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A Gilchrist(1990), An investigation into the causation of signals passed at 

danger.

Dario D. Salvucci and Kristen L. Macuga(2002), Predicting the effects of 

cellular-phone dialling on driver performance.

S Adcock and A K Sparkes(1993), Analysis of Safety Related Data fo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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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훈련 요구사항의 내용) 요구사항 정의에서 기술되어져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요구 :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조직)요구를 명시한다.

  2. 학습 대상자 : 해당 교수활동의 학습 대상자를 명시한다.

  3. 교육 내용 : 해결해야 할 주요 과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4. 학습 결과 :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기술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안 법, 시행규칙,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지침에서는 교육훈련 요

구사항에 한 부분이 규정에 없음. 따라서 본 규격에 교육훈련 요구사항에 포함되

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 음.

 조문 해설 

가. 국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기 이 에 ‘어떻게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 인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 ‘교육훈련을 하기 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교

육훈련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 하고 있음.

 참고자료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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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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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훈련 수요분석) 교육훈련 수요분석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프로그

램에 반영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업무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악하여 교

육훈련의 요구를 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Gray, G. R. Hall, M. E.?Miller, M.Shasky, C.의 1997년 공공기  종사자를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훈련 요구분석의 표 인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첫째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과와 생

산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개인의 성과를 조직의 목 에 연

결하는 것이라고 했음.

나. Brown(2002)은 교육 요구분석의 네 가지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

▪ 첫째는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체 인 조직의 문제를 밝 내는 

것이다. 개 개별 부서에서 구체 인 교육훈련 과정에 한 제안을 교육 담

당부서에게 하게 되지만, 구도 구체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떤 교

육과정이 해결책이 될지는 알기 어려움. 그러므로 교육요구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구체 인 문제 을 밝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첫째 되는 역할

이라는 것임.

▪ 둘째 역할은 교육훈련 과정에 한 경 층의의 지원을 얻는 것이다. 교육훈

련이라는 것이 종종 그 결과를 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 층의 지

원을 얻기 어려운데, 요구분석 과정을 통해서 문제와 해결방안과 교육훈련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 보여 으로써 지원을 얻을 수 있음.

▪ 세 번째 역할은 교육과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

육훈련 요구분석은 교육과정의 구체 인 목 을 설정하는 기 이 되기 때문

에 이 기 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됨.

▪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할은 교육과정의 손익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통해서 잠재 인 이익이 무엇인지 밝 내고,  교

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잠재  손실을 밝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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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

 참고자료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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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훈련 수요분석의 절차) 교육훈련수요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성

이 되며 단계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설계 또는 기획단계: 조사 목표의 설정, 조사대상 선정, 활용자료의 분류, 교육․
훈련 책임자의 동의, 조사방법과 도구의 검토 및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실행단계: 조사 시간의 배분, 시행, 조사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분석 및 보고단계: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론의 도출, 분석결과와 보고서 제

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의 교육훈련 제도에는 요구 분석에 한 내용과 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조문 해설 

가. 모든 교육 상자를 모두 포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로세스 교육훈련 목표설

정,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직무분석, 교육훈련 매체선택,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실행, 교육훈련 성과측정을 

순서 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차들이 필요함.

 참고자료

A. Parkes and D. Dennis(2003), Train Driver Visual Strategies: Technical 

Equipment Review.

Derek Porter(1992), A Detailed Task Analysis of Four Types of Train Driving.

Lowe, C., Li G. & Lock, D.(2004), Human Factors Research Implications of 

Common Factors in SPADs Literature Database.

R Harris and R Shotton(1991),  ATP pilot schemes: GWML drivers views on 

ATP training and equipment.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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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A Gilchrist(1990), An investigation into the causation of signals passed at 

danger.

Dario D. Salvucci and Kristen L. Macuga(2002), Predicting the effects of 

cellular-phone dialling on driver performance.

S Adcock and A K Sparkes(1993), Analysis of Safety Related Data fo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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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 훈련 계획의 목적) 교육훈련 계획은 철도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하

여 국가 및 철도 운영자 등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안 법 제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철도안 련 교육훈련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안 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교육훈련기 의 지정 차에서 

교육훈련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 인 교육훈련 계획의 구성 요건에 해

서는 언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규격은 교육훈련기 , 철도안 문기 , 철도

운 자등에서 교육훈련 계획 시 필요한 정보  사항에 해 규정을 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기 에 도움을 .

 조문 해설 

가. 행 철도안 법 시행규칙 2조2항의 철도안 에 한 교육훈련에 한 사항을 

안 리 규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국토부 고시 제 2006-51호 철

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으로 교육의 내용․방법․ 차․평가․교

육․훈련의 면제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나. 행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안 교육에 한 

부분은 극히 미약하며, 안 에 한 교육훈련의 구체 인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

음. 따라서 본 규격은  운 기 의 교육훈련을 함에 있어 체계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론  일반 인 사항에 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을 목 으로 함.

 참고자료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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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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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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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M Halliday (1993), A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human factors' role 

in ATP.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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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훈련의 계획의 내용) ① 교육훈련계획 시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기초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계획수립 추진요소

      (1) 사업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의 관련 조항과 연계시킨다.

      (2)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과 자체계획을 조정하여 조직적인 교

육 계획을 수립한다.

      (3) 법정교육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계

획을 세운다.

      (4)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이용하여 유효한 지식을 자체의 기능훈

련에 결부시켜 실시한다.

      (5) 실시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작성자료의 수집

      (1) 기존 교육훈련의 자료의 수집

      (2) 근로자의 자질 관련사항 

      (3) 위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4) 업무의 절차    

   2.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시간, 교재, 그리고 대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자는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과 교육

훈련 기간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 대상자

로 선발하고 교육훈련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철도업무종사자 중 운전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철도종

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5. 교육훈련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

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계획시 이론 및 기능교육은 별표2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기관

의 성격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교육 훈련 기   상에 따른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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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매뉴얼에서는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1)교육목 , 2)교육내용, 

3)교육방법, 4)교육시간, 5)교유교재, 6)교육 상, 7)교육평가, 8)교육 리 등 총 8가

지로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미 국방부에서 정한 규격인 Mil-Std-1379D의 3.159의 Training Plan은 다음의 

사항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1)시스템과 장비와 

련된 데이터, 2) 교육훈련 로그램 정보, 3)교육훈련 요구사항, 4)교육훈련에 필

요한 교보재, 5)교육훈련 실행계획 등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J Sharp Grant(1971), Concepts of fatigue and vigilance in relation to railway 

operation.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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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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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 옵션 분석) 교육훈련에 효과적인 매체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매체의 종류와 이용하는 

방법의 예시는 별표3, 4와 같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의 교육훈련 제도에는 교육훈련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에 

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본 규격은 교육훈련 시 효율 인 매체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국의 Railway Safety에서 발간한 Good Practice in Training은 교육훈련에 

한 매체선택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음.

나. 미 국방성의 MIL-STD-1397D에서 교육훈련 매체의 선택  평가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 주고 있음.

 참고자료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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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alliday (1993), A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human factors' role 

in ATP.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A. Parkes and D. Dennis(2003), Train Driver Visual Strategies: Technical 

Equipment Review.

Derek Porter(1992), A Detailed Task Analysis of Four Types of Train Driving.

Lowe, C., Li G. & Lock, D.(2004), Human Factors Research Implications of 

Common Factors in SPADs Litera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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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옵션분석시 고려사항) 옵션분석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과제 요인: 수업매체를 활용할 때는 수업목표나 바라는 학습결과가 무엇

인지 어떤 유형의 자극물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2. 학습자 요인: 학습자의 지적 능력, 인지 양식, 흥미와 기호, 연령, 학습 경험 

등이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학습자의 능력이나 사전지식 등이 서로 다르

면 다른 매체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3. 수업경영 요인: 어떤 수업 전략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학습자의 참여 혹은 

교사의 수업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도 수업매체를 선정할 때 고려해

야 할 사항이다.

  4. 경제적 요인: 아무리 좋은 수업매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 활용, 유지, 보

수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사용하기 어렵다.

  5. 기술적 요인: 아무리 좋은 매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6. 행정적 요인: 관리, 보관, 이용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7. 선택된 매체의 평가 

   가. 요구되어지는 매체의 개수

   나. 각 매체의 비용

   다. 매체의 유지비용

   라. 유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마. 매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바. 매체의 대체가능성과 업데이트 빈도와 비용

   사. 매체의 수명

   아. 트레이너 비용

   자. 학습자 비용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의 교육훈련 제도에는 교육훈련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에 

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본 규격은 교육훈련 시 효율 인 매체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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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훈련을 실시 할 때, 효율 인 매체 선택을 규정하고 있음.

 나. 국의 Railway Safety에서 발간한 Good Practice in Training은 교육훈련에 

한 매체선택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음.

  

 다. 미 국방성의 MIL-STD-1397D에서 교육훈련 매체의 선택  평가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 주고 있음.

 참고자료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A Gilchrist(1990), An investigation into the causation of signals passed at 

danger.

Dario D. Salvucci and Kristen L. Macuga(2002), Predicting the effects of 

cellular-phone dialling on driver performance.

S Adcock and A K Sparkes(1993), Analysis of Safety Related Data for Drivers.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Matthew Woodward, Karen Wright and David Embrey(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M Halliday (1993), A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human factors' role 

in ATP.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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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A. Parkes and D. Dennis(2003), Train Driver Visual Strategies: Technical 

Equipme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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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효용분석) 교육훈련 비용과 교육효과의 효용을 비교분석하여 교육훈

련 비용보다 교육효과의 효용이 큰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

에 매우 중요한 교육훈련의 경우는 비용효용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

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교육에서 비용분석은 주로 교육체제데 투입된 비용을 분석하여 교육의 생산성․효

율성을 평가하는데 목 이 있음.

 조문 해설 

가. D, Combs와 J.Hullak은 주요목 으로는 교육계획의 경제  실 가능성을 비용

화고 검사, 교육자원의 배분(교육수 별, 교육형태별 등)을 평가하고 개선, 동일

한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안  상  이 을 고찰, 등 11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나. 교육훈련체계나 장비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일반 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

려함. 첫째, 교육훈련체계나 장비는 최소의 시간에 최 의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둘째, 그 교육효과는 최 한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셋째, 렴한가? 

이상의 세 가지 고려사항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교육훈련의 효율성(training 

efficiency)임(Wickens, C.D. & Hollands, J.G., 2000). 

 참고자료

Arkes, H., & Freedman, M.R.(1984), A demonstration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expertise in recognition memory, Memory & Cognition, vol.12, p84-89

Drunckman, D., & Bjork, R.A.(1994), Transfer: Training for performance. In 

Learning, remembering, believing(p25-56),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Fabiani, M., Buckley, J., Gratton, G., Goles, M.G., Donchin, E., & Logie, R.(1989), 

The training of complex task performance. Acta Psychologia, vol.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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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9-299.

Frederiksen, J.R., & White, B.Y.(1989), An approach to training based upon 

principled task decomposition. Acta Psychologia, vol.71, p89-146.

Holding, D.H.(1987), In G. Salvendy(Ed), Handbook of human factors, New York: 

Wiley.

Singley, J.B., & Walker, N.(1993), Transfer of knowledge across computer 

command menu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vol.5, 

p147-165.

Wickens, C.D. & Hollands, J.G.(2000),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3th),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2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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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 프로그램 작성의 목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작성은 철도 안전업무

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안 법과 철도안 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내

용이 언 되어 있지 않음.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은 효과 인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데 필수 사항으로 본 규격에서는 교육훈련기 , 철도안 문기 , 철도운 자 등

에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행 철도안 법 체계는 교육훈련과목  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

의 자율 ∙효율  운 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지정 문교육기 의 훈련 로그램

에 한 자율 운 을 권장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상자의 요구(needs)와 철도운 자 등의 요구에 부합하여

야 하도록 교육훈련 주기별로 일련의 체계  근을 통해 교육훈련 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지침을 ‘철도운 업무

종사자 자격요건 리지침’에 반   교육기 에 제공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

인 교육훈련을 유도하여야 함.

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철도 사고에 한 통계를 통해 철도 사고

의 비 에서 인 오류가 차지하는 비 이 꾸 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인 오

류로 인한 사고를 방하기 해 CRM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한 가

이드라인을 배포하 음. 한 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업무종사자에 

한 인 오류 방지를 해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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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J Sharp Grant(1971), Concepts of fatigue and vigilance in relation to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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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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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 각 호의 

일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장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에 있어 국가 차원의 요구사항과 내

부 교육교재와 교육장비 등 다양한 특수성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교육훈련 시간과 방법, 그리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교육훈련에 대한 수준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3. 전산망을 이용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총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없으며, 다음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

    나.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나 응답

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로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차여부 확인 등을 위

한 관리 시스템 

  4. 다음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단계별 세부내용은 별표5와 같다.

  5.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교육훈련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시 필요 요건에 해 규정하고 있음.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제12조는 산망을 이용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총 교육

시간의 50%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행 철도안 법과 철도안 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내용이 언 되어 있지 않음.

나.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은 효과 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수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는 교육훈련기 ․철도안 문기 ․철도운 자등에서 교육훈련 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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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철도 사고에 한 통계를 통해 철도 사

고의 비 에서 인 오류가 차지하는 비 이 꾸 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인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하기 해 CRM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 다. 한 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업무

종사자에 한 인 오류 방지를 해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내용을 지침

으로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Railway Safety(2002), Good Practice in Training: A guide to the analysis, 

design, delivery and management of training.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J Sharp Grant(1971), Concepts of fatigue and vigilance in relation to railway 

operation.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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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교육훈련기관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

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운전면허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과정

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하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업무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제16조는 교육훈련 상자의 선발 등

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교육생 선발과 교육훈련 기간에 한 기 은 문교육훈련기 ․철도안 문

기 ․철도 운 기 의 장이 정함.

나. 국의 Yellow Book의 Competence and traning에서는 기 의 안 에 향을 

미치고 이에 한 책임을 지닌 종사자들에 해 업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문지식, 경험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

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

을 권장하고 있음.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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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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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전면허 교육 훈련의 시행) ①교육훈련기관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교육과 기능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3. 교육훈련기관 마다 교육생 30인 이상의 정원을 한 번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하여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

능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대상자 중 기능교육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한 기능교육을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

여 실시한다. 

  ⑤철도운영자등(위탁 운영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른 운전면허의 철

도차량을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 30시간 이상의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야 한다.

  ⑥철도운영자등(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⑦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제1종전기차 및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론 및 기능교육에 관한 평가기준

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⑧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를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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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 실행의 지침을 제공하여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음을 말하고 있음.

 참고자료

M Halliday (1993), A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human factors' role 

in ATP.

A. Parkes and D. Dennis(2003), Train Driver Visual Strategies: Technical 

Equipment Review.

Derek Porter(1992), A Detailed Task Analysis of Four Types of Train Driving.

Lowe, C., Li G. & Lock, D.(2004), Human Factors Research Implications of 

Common Factors in SPADs Literature Database.

R Harris and R Shotton(1991),  ATP pilot schemes: GWML drivers views on 

ATP training and equipment.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Railway Safety(2002), Good Practice in Training: A guide to the analysis, 

design, delivery and management of training.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J Sharp Grant(1971), Concepts of fatigue and vigilance in relation to railwa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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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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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전면허 교육 훈련의 평가) ①실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

는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교육훈련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사항

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성과 정보를 정리․기록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제23조는 교육훈련의 기록․ 리 등을 규

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교육훈련 요구사항으로 피드백하

여야 함.

 조문 해설 

가. 교육훈련 실행 후 결과기록  사후 리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한 성과측정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자체평가를 통

해 차후 교육훈련설계에 참고할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 이 있은 것을 의미함.

다. 국의 런던 지하철의 safety case는 조직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하여 

교육훈련의 실행 후 이에 한 평가 결과  사후 재평가가 실시되고 난 후 이

에 한 결과를 조직내 련부서  자체 시스템에 보 하고, 후에 교육훈련이 

다시 수행 되면 비교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Train Driver Training Needs Analysis (2000).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J Sharp Grant(1971), Concepts of fatigue and vigilance in relation to railway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294 -

operation.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BR Research (1991), Attitudes to ATP before and after training..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295 -

3. 운 업무 실무수습

제25조(실무수습 ․교육의 이수) ①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운전면허취득자는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③운전면허취득자는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방법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

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면허 취득자는 철도운 자가 실시하는 실무수습교육을 통해 운행노선 등의 실

무 능력을 갖추어야 함.

 조문 해설

가. 운 실무수습교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철도차

량의 운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됨. 한 실무수습교육은 교육시간과 주

행거리로 규정하여야 하며, 취득 면허종별로 차별 으로 용하여야 함.

나.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운행거리 등은 철도운 사의 상황에 따라 합리 으로 

용하여야 하며, 실무수습교육 계획의 타당성은 국토해양부가 정기 으로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단됨.

다. 운 업무수행경력자가 운 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 를 들어, 신설 10km 

구간)에 한 수습교육을 받기 해서 행 제도(60시간 이상 1,200km d이상)

로라면 신설구간을 60번 왕복하는 비효율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국외의 실무수습교육  장경험은 운 업무 수행에 매우 요한 요소로 평가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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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통합모델
국 독일 랑스 스페인 일본

- 장 

근무요원으

로 일정 

경력을 

갖추어야 

실제 운행이 

가능함.

-자격 

인증 

이후 

별도의 

실무 

수습교육

은 없음

-Driving 

standard 

manager로 

근무

-배치 후 

해당 지역 

상황과 

노선 지식 

교육

-배치 후 

해당 지역 

상황과 

노선 지식 

교육

-기 사 

보조(2년):실무에

서 기 사를 보조

-“공인 기 사 

보조("Maquinista"

): 일부 노선의 

열차를 운 할 수 

있음(2년)

-"full 

driver”:새로운 

노선과 엔진을 

다루기 해 

엔진에 한 응 

훈련과 새로운 

노선에 한 

경험을 쌓는 

별도의 훈련을 

받게 됨(5년)

-운 면허취

득자가 

학과수업 

8과목을 

3개월간 총 

400시간 

이수

-기술강의는 

4과목 

4개월간 

515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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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실무수습 ․교육의 방법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실무수습 교육프로그램은 본 규격 제9조에서 제21조까지를 적용하여 개발한

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

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연장운행

하거나 이설구간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운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의 필

요성에 의해 본 규격을 구성하 음.

 조문 해설 

가. 철도안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철도운 자등이 철도안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 리규정의 포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호 철도안

에 한 교육훈련에 한 사항이 규정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제2장 “운 면허  제업무 교육

방법등”과 제 3장 “운 업무  제업무의 실무수습”은 운 면허  제업

무 부분의 교육방법  실무수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철도종사

자 안 교육”의 철도운 자등이 철도종사자에 한 안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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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속철도 운전업무종사자의 교육) 철도운영자 등은 고속철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전업무종사자의 인간공학(Human Factors)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교육은 해당 차종의 운 면허 소지자를 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체  성 검사 등에서 고속철도의 운행환경에 합한지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못함.

 조문 해설 

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는 고속의 운행환경에 합한지 여부를 선발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행 제도에서는 고속철도만을 운행할 수 있는 특수면허시험 요건으로 행 제

도에는 디젤차량운 면허, 제1종 기차량 운 면허, 그리고 제2종 기차량 운

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운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 환경에서 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 업무종사

자의 인간공학(human factors)  한계가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라.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고속의 운 환경 특성에 

맞는 운 업무종사자의 선발이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요함(김사길 외, 2007).

▪ 국내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용선로와 일반철도 겸용선로를 모두 사용하므

로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신호인지체계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

히, 신호체계와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 정신모델의 양립성(compatibility) 

측면에서 즉각 인 인지작업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검하여야 함

(Hamilton, W. I., Clarke, T., 2005). 한 신호인지를 돕는 자동화 정보기기

에 한 연구를 통해 신호인지와 련한 인 오류를 감하여야 함(Askey 

& Sheridan, 1995).

▪ 신호체계는 작업기억만으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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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신호 정보가 복잡한 경우, 정보를 재코딩(recoding)하여 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신호 정보가 부득이하게 복잡한 

경우, 지속 이고 반복 인 교육훈련을 통해 규칙기반 행 (rule-based 

behaviour)나 지식기반 행 (knowledge-based behaviour)를 기술기반 행

(skill-based behaviour)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기반 행 는 감각

 행  수행이 가능하며, 최소의 주의자원(attention)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

하기 때문임(Rasmussen, 1982). 한 교육훈련은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상

황 등에 한 실성(reality)을 높인 기능모의운 연습기(full-scope 

simulator)를 활용하여야 학습효과의 이(transfer of learning)가 가능함

(Hancock & Bayha, 1982).

▪ 200km/h 이상의 고속 운행구간에 해 신호를 측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시

간이 4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검하여야 함(Woodward, M. 

et al., 1999). 한 돌발 상황이나 이상 기후에 비하여 자동 신호감지 시스

템을 통한 정보제공  경고표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국내 철도 련법에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신호체계에 한 기술  요

구사항을 차별 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고속철도 운 업무종사자와 일반철도 

운 업무종사자의 자격(qualifications)과 교육훈련체계에 한 차별  규정을 

재검토하여야 함.

 참고자료

Andrew D Livingston and Nicola L Cowell(1997), Design and Evaluation of 

Evacuation Exercises.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Dr Mark Newman(2003), Cognitive Task Analysis for Signal Sighting Hazards.

J Berman & K Ody(1995), Human Factors and Emergency Response: The 

Assessment of an Integrated System.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02 -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Risk Solutions(2003), Accident Scenario Development - Phase 1 Report.

M Mashour(1977), On Designing Signals and their Meanings.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Itoh, K., Tanaka, H., and Seki, M.(2003), Eye-movement analysis of track 

monitoring patterns of night train operators: effects of geographic knowledge 

and fatigu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R Akila, R Portin, A Revonsuo, H Paakkulainen and J Paallysaho(1997), 

Sustained Attention of Railway Traffic Safety Personnel in Information 

Overload and Underload Situations.

Dario D. Salvucci and Kristen L. Macuga(2002), Predicting the effects of 

cellular-phone dialling on driver performance.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

Hamilton, W.I. and Colford.N.(2003), Developing a Baseline Operational 

Specifications of Driver Requirements for the UK ERTMS.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P. Verhaegen, M. Ascoop, and R. Ryckaert(1988), Vigilance of train drivers: a 

replication study.

Nick Colford (2004), A cognitive task analysis(CTA) of driving on the Cambrian 

Line ERTMS early deployment scheme.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ngre, M. Soderstrom, M. etc, Critical incidents(human errors) related to sleep 

and sleepiness: A cognitive energetical approach.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03 -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W.H Gibson, E.D Megaw, M.S Young(2003), The analysis of human 

communication errors during track maintenance.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A D Livingston and P M Anderson(1994), The Use of Computer Modelling and 

Human Factors in Control Room Design.

Tom Cox and Roger Haslam(1985), Occupational Stress in Train Drivers.

Derek Porter(1992), A Detailed Task Analysis of Four Types of Train Driving.

Andrew Buxton, Alex Bunting & S King(1999), Environmental Factors in Train 

Drivers' Cabs - Phases 1& 2 Final Reports.

Lisbeth Harms.(1997), Automatic train control and the task of train drivers: the 

case of intermittent information transmission.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Asch, R, & Rhind, D.(2002), A literature review of stress inventories.

Folkard, S., Sutton L., Yates A.(2003), Impact of shiftwork and fatigue on safety 

2003.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04 -

제28조(실무수습․교육의 실시) ①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 및 관제업무 수

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무수습교육(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 등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기준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④실무수습용 실제차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새로운 기술 및 구간 편성 

등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실무수습․교육시행을 위해 철도운영자등은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는 감독관에 의해 모든 초기 상황치를 부여할 수 있어

야 한다.

  ⑥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는 감독관에 의해 차량 고장 상황 변수를 부여할 수 있

어야 한다.

  ⑦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는 감독관에 의해 비상 상황 변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⑧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는 피교육자의 수행능력을 정량적 변수로 표시할 수 있

어야 하며, 감독관 기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실무수습교육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자는 철도차량의 

운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됨. 한 실무수습교육은 교육시간과 주행거리로 

규정하여야 하며, 취득 면허종별로 차별 으로 용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운행거리 등은 철도운 사의 상황에 따라 합리 으로 

용하여야 하며, 실무수습교육 계획의 타당성은 국토해양부가 정기 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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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통합모델
국 독일 랑스 스페인 일본

- 장 

근무요원으로 

일정 경력을 

갖추어야 

실제 운행이 

가능함.

-자격 인증 

이후 

별도의 

실무 

수습교육은 

없음

-Driving 

standard 

manager로 

근무

-배치 후 

해당 지역 

상황과 노선 

지식 교육

-배치 후 

해당 지역 

상황과 노선 

지식 교육

-기 사 

보조(2년):실무에

서 기 사를 보조

-“공인 기 사 

보조("Maquinista

"): 일부 노선의 

열차를 운 할 수 

있음(2년)

-"full 

driver”:새로운 

노선과 엔진을 

다루기 해 

엔진에 한 응 

훈련과 새로운 

노선에 한 

경험을 쌓는 

별도의 훈련을 

받게 됨(5년)

-운 면허

취득자가 

학과수업 

8과목을 

3개월간 총 

400시간 

이수

-기술강의

는 4과목 

4개월간 

515시간 

이수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단됨. 를 들어, 운 업무수행 경력자가 운

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 를 들어, 신설 10km 구간)에 한 수습교육을 

받기 해서 행 제도(60시간 이상 1,200km 이상) 로라면 신설구간을 60번 

왕복하는 비효율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다음 국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수습교육의 필요성은 각 국가에서 인

정하고 있으며(단, EU의 경우, 운 업무경력자로 국한됨.), 실무수습교육 내용과 

방법에 한 상세한 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실무수습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각 운 사에서 자율 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 임.

다. 국외 철도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국외 사례]

 참고자료

Manbir Sodhi(2002), Glance analysis of driver eye movements for evaluate 

distraction.

Zwolinski, P., Sagot, J.C.(1998), A simulation approach to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auditory interfaces in a high speed train driving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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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ey, S. Sheridan, T.(1996), Safety of high speed ground transportation 

systems- Human factors phase II: Design and evaluation of decision aids for 

control of high-speed trains: experiments and model.

Itoh, K.(2003), Effects of higher abstraction level driving information in a 

high-speed train interface: cognitive modeling and experimental evaluation.

Yung-Ching Liu(2001),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uditory, visual and 

multimodality displays on drivers' performance in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ndsley, M.R. et al(1998), Shared situation awareness in the flight deck-ATC 

system.

T Endo and K Kogi(1975), Monotony Effects of the Work of Motormen During 

High-Speed Train Operation.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Judith Lee Birch(1991), Full Speed Ahead with Railroad Safety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C. Morris and Y Leung(1999), An Empirical Study of Auditory Warnings in 

Aircraft.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obert S. Schwab, Factors in fatigue and stress in the operation of high-speed 

diesel passenger railway cars with only one driver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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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실무수습의 평가)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

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

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 운전업무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실무수습교육의 이수 요건을 시간과 운행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무수습교육에 

한 객 인 평가를 통해 운 업무종사자의 운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모든 교육훈련 로그램은 목표설정으로 시작되며,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피드

백하기 해 반드시 평가과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Yung-Ching Liu(2001),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uditory, visual and 

multimodality displays on drivers' performance in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ndsley, M.R. et al(1998), Shared situation awareness in the flight deck-AT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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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ndo and K Kogi(1975), Monotony Effects of the Work of Motormen During 

High-Speed Train Operation.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Judith Lee Birch(1991), Full Speed Ahead with Railroad Safety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C. Morris and Y Leung(1999), An Empirical Study of Auditory Warnings in 

Aircraft.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obert S. Schwab, Factors in fatigue and stress in the operation of high-speed 

diesel passenger railway cars with only one driver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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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실무수습․교육의 개발) 운전면허 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시간 및 운행거리 등은 철도운영자 등이 결정하며, 철도운영자 등의 장은 정기

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개발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실무수습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계없이 교육시간과 운행거리만을 제한하고 있으므

로 효과 인 실무수습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철도운 자의 실 인 여건과 안 운행을 해 필요한 사항을 실무수습교육에 

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자료

Yung-Ching Liu(2001),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uditory, visual and 

multimodality displays on drivers' performance in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ndsley, M.R. et al(1998), Shared situation awareness in the flight deck-ATC 

system.

T Endo and K Kogi(1975), Monotony Effects of the Work of Motormen During 

High-Speed Train Operation.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Judith Lee Birch(1991), Full Speed Ahead with Railroad Safety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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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s.

C. Morris and Y Leung(1999), An Empirical Study of Auditory Warnings in 

Aircraft.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obert S. Schwab, Factors in fatigue and stress in the operation of high-speed 

diesel passenger railway cars with only one driver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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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①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

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담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

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담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실무수습교육 담당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운 업무와 제업무는 상호 련성이 있는 업무로서 상호 경력인정에 한 별

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실무수습교육 담당자의 자격을 한 경력요건으로 규정

하여야 함.

 참고자료

Yung-Ching Liu(2001),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uditory, visual and 

multimodality displays on drivers' performance in advanced trav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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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ndsley, M.R. et al(1998), Shared situation awareness in the flight deck-ATC 

system.

T Endo and K Kogi(1975), Monotony Effects of the Work of Motormen During 

High-Speed Train Operation.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Judith Lee Birch(1991), Full Speed Ahead with Railroad Safety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C. Morris and Y Leung(1999), An Empirical Study of Auditory Warnings in 

Aircraft.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obert S. Schwab, Factors in fatigue and stress in the operation of high-speed 

diesel passenger railway cars with only one driver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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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 업무 종사자 안 교육 

제32조 (안전교육 목표설정) 철도 업무 종사자의 직무 오류에서 오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운용하는 기관의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

적이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국가의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면 교육훈련기 의 장  철도안 문기 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제출 

시 교육목표사항을 포함되어야 함. 하지만 교육목표 설정 시 국가 차원의 구체 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본 규격에서는 교육훈련의 목표설정 시 필요한 

사항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조문 해설 

가. 안 교육은 철도종사자 모두를 상으로 정기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상

자,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시기 등에 한 안 교육 로그램을 개발에 선행하여 

반드시 교육목표를 정량  정성 으로 설정하여야 함. 

나. 안 교육의 목표는 국가의 철도안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훈

련의 효과 분석을 통해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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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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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교육 목표설정의 방법)

 교육훈련 목표는 국가차원의 철도안전계획과 위험도 관리전략에 의해 교육훈련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에 의해 수립되어지며, 교육훈련의 목표는 다음 각 호

의 일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목표는 국가의 안전 목적 및 목표에 기반을 두고, 기관

의 위험도 관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훈련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훈련 목표는 국가의 목표에 부합되기 때문

에 각 기관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각 기관마

다 내․외부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에 의해 수정되어질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후 수정되어야 한다. 

   3. 교육훈련 목표는 조직의 요구, 학습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훈련을 통한 학

습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교육훈련 목표는 미래지향적 방향성, 교육적 가치성, 실천가능성, 평가 가능

성 등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능력, 적성, 인성 등을 포함한 개인차를 고려해 설

정되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안 법시행규칙,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에서 목표설정에 

해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구체 인 고려사항에 해서는 언 이 없음. 한국철도시

설공단,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부산교통공단, 구지하철, 

주지하철의 안 리규정에서 교육훈련의 목표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목표설정

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음.

 조문 해설 

가. 안 교육에 한 교육훈련담당자는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 지

침” 제4장 제15조에서 1)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담당자의 자격기 을 

갖춘 자, 2)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철도운 자등이 교육담당

자로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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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의 Railway Group Standard에서는 교육훈련에 한 체계 인 방법  내

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캐나다 Railway Guidance는 교육훈련에 해 아래와 같

은 요건을 포함시키고 있음.

1) 기 사를 비롯한 철도업무종사자에 한 모든 안  요건을 수할 수 있도

록 한 기술  교육, 그리고 한 감독을 받아야 함.

2) 효율성 시험, 수사항 평가, 리스크 평가, 사고/사건 조사  안 데이터 분

석 결과를 고려하는 자격요건에 한 주기  검토가 필요함.

3) 철도업무종사자들이 필요한 교육  자격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사항이 최신의 것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가 필요함.

4) 교육  자격 요건에 따른 종사자들의 황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함.

5) 기 사를 비롯한 철도업무종사자에 한 모든 안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

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17 -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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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안전업무 직무분석의 목적) 안전업무 직무분석은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분

석하여 교육훈련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안 법 제2조제9호는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교육에 있어 교육훈련 내용에 한 우선순 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문 해설 

가. 안 교육은 운 업무종사자의 인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하기 해 운 업무

에 한 직무분석을 통해 안 에 한 요업무를 도출하고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매체로 실시되어야 함.

나. 호주의 (Independent Transportation Safety and Reliability Regulator)ITSRR 

Quarterly Report와 국의 Railway Group Standards의 Good Practice in 

Training는 철도안 업무 종사자의 스트 스, 과 한 업무량과 시간, 그리고 직

무 환경에 해 직무분석을 통해 문제 을 분석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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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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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안전 업무 직무분석의 실시) 

  ① 철도운영자등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직무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직무분

석의 목적, 기관 또는 대상 분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 절차 

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세부절차는 부록1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직무분석 실시 목적,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의 수립한다.

   2. 대상 분야 선정: 대상 분야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무분석의 실시 목적 및 활용 범위 등에 따라 대상 분야를 선정한다.

    나.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복수의 직위에 대하여

는 그 중 하나 또는 일부만 대표직위로 선정하여 직접 직무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나머지 대상 분야에 적용한다.

   3.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분석 대상 분야 재직자들이「직무기술서 작성 매뉴

얼」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직무정보 분석 및 직무평가: 직무정보 분석 및 직무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

다.

    가.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직무정보 분석한다.

    나. 해당기관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평가한다.

   5. 사후관리: 직무내용이 변경된 직위에 대한 추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분석의 적시성 확보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안 업무 직무분석의 방법  차에 한 규격이 필요함.

 조문 해설 

가. 행 철도의 교육훈련 제도에는 안 업무 직무 분석에 한 내용과 차가 규

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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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규격은 안 업무 직무분석에 한 차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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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①목표설정을 반영하고 결과를 반영한다.

   ②직무분석 결과를 교육여건에 반영한다.

   ③본 규격 제9조에서 제21조까지를 의거하여 개발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안 법과 철도안 법 시행규칙에서는 안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내

용이 언 되어 있지 않음. 안 교육 로그램 개발은 효과 인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데 필수 사항으로 본 규격에서느 교육훈련기 ․철도안 문기 ․철도운 자등

에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 해설 

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철도 사고에 한 통계를 통해 철도 사

고의 비 에서 인 오류가 차지하는 비 이 꾸 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인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하기 해 CRM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 음.

나. 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업무종사자에 한 인 오류 방지를 해 교

육훈련 로그램에 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음.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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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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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기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안

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본 규격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

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모의운전연

습기를 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철도운전기술 일반

    2. 철도사고사례에 따른 사고예방 기술

    3.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기술

    4. 기타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운전 기술 등

⑤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의 3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기능 이

상의 모의운전연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컴퓨터지원시스템,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그리

고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안 교육 실시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안 교육은 철도종사자 모두를 상으로 정기 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상

자,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시기 등에 한 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체계 인 

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안 교육 시 필요에 따라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고장이나 비상 상

황의 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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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F.Meeker, D. Fox and C. webber (1997), A comparison of Driver Behavior at 

Railroad Grade Crossing with Two Different Protection System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F Schmid and L Collis (1999), Case studies on human centred design for 

railway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Molloy, J.J. & Milne, T.(2004),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K G Bott(1996), Reports C1, C2, C3a and C4a: Driver Behaviour.

Raggett L.(2001), Human factors contribution to quantitative methods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G Li, WI Hamilton, T Clarke(2003), Driver Recognition of Railway Signs at 

different speeds - A Preliminary Study.

Itoh, K., Arimoto, M. and Akachi, Y.(2002), Gaze relevance metrics for safe and 

effective operations of high-speed train: Application to analysing train 

drivers' learning with new train interfac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Author Human Engineering Limited(2003), Analysis of driver survey material 

about signal sighting.

G Underwood and P Chapman, Eye movements and hazard percep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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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교육의 위탁)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 시간을 당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안 교육은 교육훈련 문기 에 의해 탁 시행될 수 있음.

 조문 해설 

가. 정기 안 교육은 문 교육훈련기 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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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①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이 교육담당자로 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안 교육 담당자의 자격기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안 교육 담당자는 안 교육의 목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한 이해가 필요함. 

 참고자료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Railway Safety (2001), A review of a driver training programme.

R.K Smith, T. Luke, N. Brook-Carter, A.M Parkes, A. Mills & E.Grimes(2005), 

Investigating Train Drivers' perceptions of their Visual Behaviour. 

Mike Downes, W W Robinson(1999), Special Topic Report - Driver's Route 

Experience and SPAD Prop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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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시험

제40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받기 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

는 최소의 신체  성기 에 합격해야만 함. 

 조문 해설 

가. 미국 CFR title 49 part 240의 부록 B에서는 운 업무종사자 자격 로그램의 

의뢰  승인에 한 차서가 7항목에 걸쳐 기술되어지고 있는데, 그  세 항

목에 걸쳐서 일반응시자뿐만 아니라 면허소지자에 한 교육, 훈련, 평가에 

해 각 철도 운 사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음.

나. 국철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완벽한 교육을 받

고 난 후, “Driving standard manager”로 근무하게 됨.

   - 견인 이론과 결함 찾아내기

   - 실제 인 운

   - 노선 지식

다. 일본철도 안 련 법령에서는 동력차 조종사 운 면허 취득 방법을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 주 하는 시험에 직  합격하는 방법

   -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기 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참고자료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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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Dr Mark Newman(2003), Cognitive Task Analysis for Signal Sighting Hazards

J Berman & K Ody(1995), Human Factors and Emergency Response: The 

Assessment of an Integrated System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Itoh, K., Tanaka, H., and Seki, M.(2003), Eye-movement analysis of track 

monitoring patterns of night train operators: effects of geographic knowledge 

and fatigue

Dario D. Salvucci and Kristen L. Macuga(2002), Predicting the effects of 

cellular-phone dialling on driver performance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Andrew Buxton, Alex Bunting & S King(1999), Environmental Factors in Train 

Drivers' Cabs - Phases 1& 2 Final Reports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R Akila, R Portin, A Revonsuo, H Paakkulainen and J Paallysaho(1997), 

Sustained Attention of Railway Traffic Safety Personnel in Information 

Overload and Underload Situation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RJ van Vark, LJM Rothkrantz and EJH Kerckhoffs(1995), Automated Stress 

Assessment for Train Drivers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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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응시과목 및 절차 등) ①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

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

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면허시험의 방법· 차, 기능시험 평가 원의 선정 등에 해서는 국토해양부장

에 의해 시기와 상황에 맞게 유동 인 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의 유

효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필기시험 합격사실에 한 유효기간을 두어 불필요한 업무의 복으로 인한 인

력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나. 매 해 실시하는 철도차량운 면허시험의 효율 인 운 을 해 운 면허시험의 

과목  차 등에 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 이 정하여야 함.

 참고자료

Maria Rimini-Doering, Dietrich Manstetten, Tobias Altmueller, Ulrich 

Ladstaetter, and Michael Mahler(2001), Monitoring driver drowsiness and 

stress in a driving simulator

R Akila, R Portin, A Revonsuo, H Paakkulainen and J Paallysaho(1997), 

Sustained Attention of Railway Traffic Safety Personnel i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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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oad and Underload Situations

Scerbo, M.W. (1998), 50 years of vigilance research: new horizon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32 -

제42조(필기시험 문제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이론)에 적합한 자

  2. 철도차량의 종류별 해당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 등에 관한 업무

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면허종류별로 시험과목, 출제

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면허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쉬운 문제 :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2. 보통 문제 : 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

  3.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필기시험 문제는 공단이사장에 의해 된 면허시험 원이 출제하여야 하며, 문제

의 난이도  과목 등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조문 해설 

가. 필기시험의 문제출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시험 원이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국내원자력법에서 필기시험은 해당 과목에 해 평균 60  이상(과목 40  이

상)을 취득해야 합격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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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J Berman & K Ody(1995), Human Factors and Emergency Response: The 

Assessment of an Integrated System.

Andrew D Livingston and Nicola L Cowell(1997), Design and Evaluation of 

Evacuation Exercises.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Dario D. Salvucci and Kristen L. Macuga(2002), Predicting the effects of 

cellular-phone dialling on driver performance.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

P. Verhaegen, M. Ascoop, and R. Ryckaert(1988), Vigilance of train drivers: a 

replic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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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필기시험 출제방법) ①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②면허시험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

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필기시험의 출제유형  방법을 규정하여 철도차량운 면허 응시 차의 명확성을 

기여할 수 있음.

 조문 해설 

가. 필기시험의 출제유형을 4지 선택형으로 지정하여 면허시험 응시자들에게 혼란

의 여지를 여  수 있음.

나. 문제의 출제는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철 히 비공개 인 차로 수행되

어져야 함.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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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필기시험 출제범위)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류별 필기시험의 출제범위를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

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

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필기시험의 출제범 는 공단이사장이 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함.

 조문 해설 

가. 평가의 공정성  효율성을 기하기 해 필기시험의 내용  출제범 와 같은 

기본 인 사항은 응시자와 교육훈련기 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함.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P. Verhaegen, M. Ascoop, and R. Ryckaert(1988), Vigilance of train drivers: a 

replic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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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필기시험 문제검토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

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

규정에 정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필기시험 문제는 공단이사장에 의해 된 면허시험 원이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

된 문제에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필기시험의 문제출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시험 원이 수행하며, 면허시험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리  보 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자료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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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H Taylor(1999), Developing a Strong Safety Culture - Addressing the 

'Peop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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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험문제 선정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면허별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

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인쇄․보관하여야 한다.

  ③면허시험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

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필기시험 문제는 공단이사장에 의해 된 면허시험 원이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

된 문제에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필기시험의 문제출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시험 원이 수행하며, 면허시험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리  보 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자료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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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R H Taylor(1999), Developing a Strong Safety Culture - Addressing the 

'Peop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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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

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

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

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응시원서의 수는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는 공단에서 직  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험응시표의 분실시 이를 재교부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필

요함.

 조문 해설

가. 철도차량 운 면허시험 응시자의 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서 수 

방법이 시행되어져야 함.

나. 응시원서의 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응시표는 신청인에게 반드시 발행되어

야 하며, 이를 분실 는 훼손한 응시자에게 불리한 제재가 가해져서는 아니 

됨.

 참고자료

Maria Rimini-Doering, Dietrich Manstetten, Tobias Altmueller, Ulrich 

Ladstaetter, and Michael Mahler(2001), Monitoring driver drowsiness and 

stress in a driving simulator.

Capt Werner Naef, Certified Human Factors in rail simulator training.

R H Taylor(1999), Developing a Strong Safety Culture - Addr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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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ssues.

Surbjit Laroya(2004), The Driver Standards Manager (DSM) Post - SPAD 

Process Human Factors Requirements and Best Practice.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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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험장 준비) ①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

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면허시험장은 그 운용취지에 맞게 공단에서 실시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면허시험장은 공단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시인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를 비하여 공단 이외의 장소를 비로 확보해야 함.

 참고자료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43 -

제49조(답안지 채점) ①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운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답안의 채 은 객 인 결과의 확보를 해 산에 의한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함.

 조문 해설 

가. 답안지의 산에 의한 객 인 채 이 불가능할 시에 공단이사장은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  차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Andrew D Livingston and Nicola L Cowell(1997), Design and Evaluation of 

Evacuation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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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능시험문제 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별로 2인 이상의 면허시험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

록 출제하고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문제의 출제는 공단이사장에 의해 면허종별로 된 면허시험 원이 출제

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편의와 공단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제차량뿐 아니라 

기능 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의 문제출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시험 원에 의해 실시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나. 기능시험의 문제출제는 고장시나 비상시의 조치 등 실차로 곤란한 사항을 고려

하여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이용한 평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참고자료

Maria Rimini-Doering, Dietrich Manstetten, Tobias Altmueller, Ulrich 

Ladstaetter, and Michael Mahler(2001), Monitoring driver drowsiness and 

stress in a driving simulator.

Capt Werner Naef, Certified Human Factors in rail simulator training.

Zwolinski, P., Sagot, J.C.(1998), A simulation approach to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auditory interfaces in a high speed train driving cab.

Alan Walker and Steve Bailey(2002), Integrating Simulation Into Driver Training

Itoh, K., Seki, M. and Hoshino, A simulated-based study on night train 

operator's track inspection performance by use cognitive-perceptual model.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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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Derek Porter(1992), A Detailed Task Analysis of Four Types of Train Driving

Andrew Buxton, Alex Bunting & S King(1999), Environmental Factors in Train 

Drivers' Cabs - Phases 1& 2 Fin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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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능시험문제 출제방법) ①기능시험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

량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

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을 위한 운행구간의 설정, 운행 중 일기변화, 특정구간에서의 출발지

정,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면허시험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

(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의 출제유형  방법을 규정하여 철도차량운 면허 응시 차의 명확성을 

기여할 수 있음.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의 출제유형을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용하여 면허시험 응시자들에게 

혼란의 여지를 여  수 있음.

나. 문제의 출제는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철 히 비공개 인 차로 수행되

어져야 하며, 리  보 에 한 보안유지를 철 히 해야 함.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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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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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능시험 출제범위)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의 내용 및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

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

경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

다.

  ②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

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선 서울-대전 구간

  2. 디젤차량 운전면허 :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적용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의 출제범 는 공단이사장이 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함.

 조문 해설

가. 평가의 공정성  효율성을 기하기 해 필기시험의 내용  출제범 의 변경

과 같은 기본 인 사항은 응시자와 교육훈련기 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하여

야 함.

나. 기능시험의 출제 의도는 면허응시자의 실질 인 기량향상에 목 을 두어야 하

며, 이를 해 표 운행노선 이외의 한 노선을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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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원자력법에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실기

시험에 불합격 시 1회의 재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Dr Mark Newman(2003), Cognitive Task Analysis for Signal Sighting Hazards

M Mashour(1977), On Designing Signals and their Meanings.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Hamilton, W.I. and Colford.N.(2003), Developing a Baseline Operational 

Specifications of Driver Requirements for the UK E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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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능시험 문제검토 등) ①기능시험 문제의 검토․관리는 본 규격 제45조 규

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 문제는 공단이사장에 의해 된 면허시험 원이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

된 문제에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의 문제출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시험 원이 수행하며, 면허시험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리  보 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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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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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능시험 문제선정) ①기능시험문제의 선정은 본 규격 제46조 규정을 준용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기능평가시스템

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기능시험 응시자 정보, 기능시험 문제 등 기능시험

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

지 제1호 서식의 기능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 문제는 공단이사장에 의해 된 면허시험 원이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

된 문제에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의 문제출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시험 원이 수행하며, 면허시험 

응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리  보 이 이루어져야 함.

나. 기능시험 응시자들에 한 객 인 평가를 수행하기 해 자동기능평가시스템

을 권장하고 있음.

 참고자료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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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R H Taylor(1999), Developing a Strong Safety Culture - Addressing the 

'Peop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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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기능시험 준비) ①면허종류별 기능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기능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

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기능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행하는 기능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기능시험평

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기능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의 장소는 교육훈련기   철도운 기 의 효율 인 업무를 

해 공단이사장이 정할 수 있음.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정된 기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은 변경사

항의 신속한 통보와 충분한 기능시험 장비를 확보해야 함.

 참고자료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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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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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능시험 장비) ①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

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기능시험 시행중 고장시나 비상시의 조치 등 실차로 시험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기능 이상의 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 운전수행능력을 평가하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적용되는 운전면허종별 철도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KTX

  2. 디젤차량 운전면허 : DL 7400호대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NEL 8200호대

  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VVVF 전기동차

  5. 철도장비 운전면허 : 모터카(MC외)

  ④기능시험에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

과 장비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 및 기능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기능

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⑥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중 전기능모의운

전연습기의 경우 기능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6과 별표 

7에 의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업무종사자 련 사고의 감을 해서는 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로 기능모

의운 연습기 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은 정상운행능력, 고장시 조치 차  방법, 그리고 비상시 조치 차 

 방법에 한 반 인 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실차를 이용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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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비상시 조치 차  방법을 평가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 함. 

나. 국내 항공법 제29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 등에

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국내 항공법 제51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 등의 실시에서 비

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인정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하

여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유럽(EU 통합모델)에서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특별한 돌발 상황

에 있는 운 사의 성과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D.V Canter(2003), Accident and intention: attitudinal aspects of industrial safety.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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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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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

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템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능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7의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은 면허종별 실제차량 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

여 자동평가  수동평가로 실시해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기능모의운 연

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기능시험에 한 객 인 평가를 해 자동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참고자료

Risk Solutions(2003), Accident Scenario Development - Phase 1 Report.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Dr Mark Newman(2003), Cognitive Task Analysis for Signal Sighting Hazards.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R Akila, R Portin, A Revonsuo, H Paakkulainen and J Paallysaho(1997), 

Sustained Attention of Railway Traffic Safety Personnel i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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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oad and Underload Situations.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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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  능  기  준

운전실
  크기, 내부공간, 주간제어기, 각 계통의 스위치 등이 실제 철도차량과 
동일하여야 함

회로차단기
  기능, 작동 및 용도가 철도차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위치가 적절한  회
로차단기이어야 함 

운전반응
  운전 중에 견인력, 항력, 중량 등의 변화에 따른 운전 반응을 포함하여 
노선의 구조와 같은 실제의 운전조건에 일치하는 추력과 항력의 다양한 
결합에 따른 운전반응이 나타나야 함.

기지운행   기지에서의 운행 상황이 나타나야함.

계기작동
  운전자의 운전취급에 따른 관련된 모든 계기들이 해당 철도차량과 같은 
반응을 나타나야 함  

신호 및 통신장비   해당차량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작동오차도 철도차량의 신호 및 통

제58조(기능요구사항)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중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별표8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고장이나 비상시 운 에 한 기능시험은 실차로 불가능하므로 기능모의운 연습

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장비의 기능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은 운 능력이나 능숙도뿐만 아니라 비상시의 처능력을 요한 평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시 처능력에 한 평가는 Fidelity가 높은 모

의운 연습기를 채택하고 있음.

▪ EU 통합모델에서는 운행 규칙의 지원  특별한 돌발상황에 있는 운 사의 

성과 시험을 해 사용됨.

▪ 독일은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는 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평가 실시

나.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일반 요구사항, 모션장치 요구사항, 

상 련 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엄기태, 2008).

▪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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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비의 범위이내 이어야함

음향의 현실감  각 종 음향은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와 음향이 실제와 같아야함

과정에 포함될 내용

 (1) 노면 효과 - 노선의 구배, 곡선 등  상황에서 항력, pitching과 
Rolling moment 관한 내용
 (2) 신호 장치 - 운행 중 선로주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지상신호의 반응
과 분기부의 형상과 반응
 (3) 운전특성 - 추진력, 열차 저항, 공기 제동, 전기제동, 타행특성 등을 
포함하는 운전특성 내용

돌풍 효과
(고속철도의 경우) 돌풍에서의 자세변화에 관한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측풍 효과
(고속철도의 경우) 측풍 등과 같이 풍향과 풍속에 대한 효과가 동일해야 
함.

점착계수

 해당노선 및 차량의 자료를 근거로 선로가 다음조건인 경우에 동일한 제
동 능력이 필요함
   (1) 마른 상태  (2) 젖은 상태
   (3) 결빙된 상태

제동불량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제동효과 감소 현상 및 견인 중 제동반응이 차량
의 관련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검증
 모의운전연습기의 과정과 하드웨어를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함

시스템작동
 모든 시스템은 기지 및 본선운행 중에  차량의 해당시스템의 작동과 동
일하여야 하며, 정상운전과 비상운전의 수행도 동일하여야 함  

교관석
 운전실에서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며 이례상황 또는 비상
상황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주간제어기의 힘
 차량과 동일하게 각 종 제어기가 작동하고 제어기를 움직일 때 동일한 
수준의 힘이 필요해야 함. 

운전실 내부소음  차량의 운행 시 발생하는 운전실 소음은 차량과 동일해야 함

운전실 외부소음
 강수의 소리, wiper 소리 및 엔진 또는 인버터 초퍼음, 바람 및 바퀴 소
음이 있어야 함

항   목 성  능  기  준

3자유도 방식  모션시스템은 최소한 3가지의 자유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특수효과

 아래항목을 포함한 특수효과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1)분기부를 지날 때의 표현
(2)열차 정지시 발생되는 저크 효과
(3)열차 연결시 발생되는 효과

감지가능한 진동
 운전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차량 운항으로 발생하는 특징적인 진동
(1)가속도/감속도의 표현

▪ 모션장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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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곡선/분기부에서 느껴지는 원심력
(3)켄트 있는 곳에서 정차시 기울어짐
(4)노면효과와 운동력의 합성값의 표현

항   목 성  능  기  준

선로영상시스템  영상시스템의 검사기준과 성능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시현장치 요건
 운전석에서 수평으로 최소한 75도, 수직으로 최소한 30도 범위를 제공
함. (철도 차량의 특성상 Collimated 시현장치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기록수단 제공  영상시스템의 시각적인 반응시간을 기록하는 수단이 있어야함 

선로영상검사
 차량의 위치와 선로변의 시야범위에 일치하는 타당한 영상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하며 아래항목의 자료를 포함해야함.

영상효과
 열차가 마지막 정차시 발생되는 저크감이 큰 차량의 경우 영상효과를 제
공함

영상시스템 검증절차
 영상시스템의 색상, 가시거리, 초점, 빛의 강도 등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함

시간대별 영상제공

 선로 주변의 지형 및 주요 시설물과 주요경계선 등을 식별하고 운행 할 
수 있도록 주간, 여명, 야간시의 영상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1) Contrast Ratio(대조비율)
 운전자 위치에서 5deg~10deg 크기의 흑백사각형의 매트릭스를 표현하
고 중앙의 밝은 4각형의 휘도는 7 cd/㎡ 이상이어야 하며, 어두운 부분과
의 대조비율은 5:1이상 이어야 함.
(2) Highlight Brightness Test
 위의 (1)항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 채널의 모든 힌사각형의 밝은 부
분이 휘도를 유지하여야 함.
(3) Resolution(해상도)
 3 arc-minute의 표현을 하여 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4) Light point size
 지상의 신호등을 운행 중 원활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상 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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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능시험의 시행 등)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본 규격 제42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기능시험은 면허종별 실제차량 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

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기능시험문제는 사전에 기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기능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기능시험평가위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운전

연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은 기능시험평가 원의 공정한 리 하에 면허종별 실제차량 

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평가  수동평가로 실시해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기능모의운 연

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기능시험에 한 객 인 평가를 해 자동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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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기능시험 준수사항) ①기능시험평가위원은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

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

야 한다.

  2. 응시자 개인별 기능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기능시험에 적용될 구체적인 운행

노선, 열차번호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

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기능시험평가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은 기능시험평가 원의 공정한 리 하에 면허종별 실제차량 

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평가  수동평가로 실시해야 함. 

 조문 해설 

가. 기능모의운 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기능모의운 연

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기능시험에 한 객 인 평가를 해 자동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다. 기능시험평가 원은 공정한 평가활동  원활한 평가의 진행을 해 주의를 기

울여야 함. 

 참고자료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69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4),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ertification of train crews operating 

locomotives and trains on the Community's rail network.

Embrey, D.E., Incorporating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to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1992, 199-208.

Environmental Health Center, "New ways to prevent chemical incidents,"EPA 

550-B-99-012, National Safety Council, Washington D.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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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cGraw-Hil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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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s”, FRA, 2002.

Feyer, A.M & Williamson, A.M. (1998), Human factors in accident   modelling. 

In: Stellman, J.M. (Ed.), Encyclopa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ourth Editio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arratt AM, Ruta DA, Abdalla MI, Buckingham JK, Russell IT(1993), The SF 

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an outcome measure suitable for routine use 

within the NHS BMJ 1993; Vol.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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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채점표 정리) 기능시험평가위원은 기능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

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기능시험 채 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능시험평가 원의 공정한 리가 필요함.

 조문 해설 

가. 기능시험평가 원은 채 표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반  보 을 해 철 한 보

안 유지를 하여야 함.

 참고자료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IOE&CCD design and ergonomics(2005), Train driver mental workload: the train 

driver workload principle guidance note.

Halcrow (1999), Drive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Competence 

Assessment.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Gary Davis Associates Ltd(1994), Anthropometric limits of British Rail cabs: An 

independent ergonomics study.

Arthur D Little Limited(1997), Signal Sighting Times: Literature Survey.

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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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Michie, S.(2002), Causes and management of stress at work.

IOE and CCD Design&Ergonomics(2004), Research programme: management 

tools for train driver mental assessment-final report.

Paul Spencer supervisor A/Prof. Peter Pfister(2004), Safety critical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rail teams: behaviour and attitud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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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

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결과에 대한 평가

  2.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

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시험 리 원회의 고유성을 인정하여 공정한 면허시험 차를 운 하기 함.

 조문 해설 

 가. 시험 리 원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국가에서 업무를 정의할 필요

가 있음.

 참고자료

T.M.J.Lenior (1993), Analyses of cognitive processes in train traffic control(304).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M. Newman, W.I Hamilton, I. Maxwel(2005), Validation of minimum reading 

time requirements for railway signal reading.

Dr Mark Newman(2003), Cognitive Task Analysis for Signal Sighting Hazards.

Risk Solutions(2003), Accident Scenario Development - Phase 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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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Folwkes, Daniel J. Dwyer, Randell L. Oser and Eduardo Salas(1998), 

Event-Based Approach to Training (EBAT).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A Marsden(2000), Human behaviour in evacuation exercises and real lif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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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허의 갱신  자격검정

제63조(면허의 갱신) 운전면허취득자로서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면허의 유효기간인 5년 이후에도 운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목 으

로 운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에 해당됨. 

 조문 해설

가. 미국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Transportation) part 

240(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Locomotive Engineers)의 307 . 인증의 

폐지(§240.307 Revocation of certification)에서는 면허를 발 받은 운 업무종사

자는 철도운 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증  갱신을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개인의 자격증을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나. 행 제도에서 정기 신체검사는 매2년, 정기 성검사는 매10년이므로 5년의 면

허 갱신 주기는 타당하며, 운 업무 종사 경력과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

는 경우,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면허 갱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인 국가자격면허의 갱신 규정에 합당하다고 단됨.  

 참고자료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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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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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관제업무 경력의 인정) ①관제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관제업무”라 함

은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의 일반열차 또는 전동열차 관제업무에 한한다. 

②일반열차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디젤차량․제1종 전기차량․철도장

비운전면허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다. 

③전동열차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면

허 갱신에 대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  제업무에 한 경력의 인정에 한 세부사항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조문 해설 

가. 국내 각각의 도시철도 는 지하철 운 기 은 한 도시 안에서 는 두 도시사

이의 근거리에 국한하여 철도차량을 운 하고 그에 따라 제업무를 수행하지

만 코 일(한국철도공사)은 소유 노선이 국내 역에 걸쳐 있기에 제범  

한 국을 상으로 하고 있음. 한, 동차(지하철) 제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철도 운 기 이 소유하지 않은 고속열차,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통근

열차), 화물열차 등에 해서도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철도교통 제센터는 국가로부터 제업무를 탁받아 모든 종류의 철도차량을 

제하고 있으며, 기존의 5개 지역(서울, , 부산, 주, 순천)의 제실을 통

합하여 2006년 12월 21일 개통하여 국을 7개의 권역, 35개의 콘솔로 나 어 

약 180여명의 제사가 3조 2교 로 근무하고 있다. 담당 구역(콘솔)에 따라 일

반열차 제업무 는 동열차 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제업무에 

한 경력을 인정하기 한 객 인 기 으로 용할 수 있음. 

다. 디젤차량․제1종 기차량․철도장비운 면허  제2종 기차량 운 면허로 

구분되어 취득한 운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종의 면허에 한 

갱신만이 허용됨.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77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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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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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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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교육훈련업무 경력의 인정) 교육훈련업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교육훈련기

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철도 운전업무에 대한 이론

이나 기능을 지도․교육하는 교관업무를 말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  교육훈련업무에 한 경력의 인정에 한 세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조문 해설 

가. 철도안 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련한 문교육훈련기 의 세부지정기 에 

의해 교육훈련업무는 이론과 기능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명시된 이론

책임교수, 이론선임교수, 이론교수, 기능교수가 교육훈련기 에서의 교육훈련업

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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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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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지도․교육․관리․또는 감독하는 업무 경력의 인정)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자

의 실무수습교육 및 안전교육을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  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에 한 경력의 

인정에 한 세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조문 해설 

가. 운 업무의 경력이 있거나 제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 자등에 소

속되어 철도차량운 자를 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철도

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제10조의 운 업무수행  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 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철도운 자등에 소

속되어 철도차량운 자를 지도⦁교육⦁ 리 는 감독하는 업무”에 한 경력

을 인정하기 한 객 인 기 으로 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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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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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전면허 종류별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행 철도안 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언 한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 함을 “운 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

육훈련기  는 철도운 자 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 에 필요한 이론교육  기능

교육을 운 면허갱신신청일 까지 각각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라 규정하고 있지

만, 해당 규정에 한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등은 국토해양부장 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면허갱신에 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하 음. 

 조문 해설 

가. 철도안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운 면허의 발 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운 자등은 면허를 취득한 자가 해당 운 면허 갱신을 

하기 해서는 해당 철도차량에 한 종류별 이론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참고자료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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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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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①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

자등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이론교육 및 기능교

육으로 그 내용은 별표9와 같다.

②기능교육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선 서울-대전 구간

  2. 디젤차량 운전면허 :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효율적인 운전면허갱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거나 신설된 노선 또는 사고다발 노선을 제작하

여 기능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면허갱신에 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조문 해설 

가. 이론교육 시간 20시간  5시간은 소지면허의 구분없이 철도 련법을 지정과목

으로 하며 철도안 법과 그 하 규정  철도차량운 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함. 

나. 기술의 발달  장비의 교체 등의 이유로 해당차종의 구조  기능에 한 교

육을 실시할 경우 직무수행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고 향상된 기술을 습득함을 목 으로 함. 

다. 국 철도안 표 원회(Rail Safety & Standards Board, RSSB)에서 발간한 

“경력이 안 에 미치는 향(The Impact of experience erosion on safety)”은 

운 업무종사자의 운행경력이 5년 미만일 경우 SPADs등의 철도안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고 지 하고 있음. 한 운행경험이 풍부한 운 업무종사자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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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고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는 국내 면

허의 유효기간인 5년차에 시행하게 되는 면허갱신을 한 교육훈련 내용에 

용되어야 하며, 이론  기능교육에서 비상시 조치, 안 교육 등의 실시가 필요

할 것이라 단됨. 

라. 기능교육 과목에서 “운 실무”라 함은 동지침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허종

별 표 노선 운행교육을 포함하여 선로․신호등 시스템, 운 취  련 규정, 

제동기 취 , 제동기 외의 기기취 , 속도 측, 비상시 조치 등을 포함함. 

마. 기능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비 검시간  차량 검시간과 실제운 시간을 

모두 포함함. 

바. 철도차량운 면허시험시행지침 제18조에서 제시하는 면허종별 표 노선을 면허

갱신을 한 기능교육 운행노선으로 규정하 으며, 공단이사장은 교육의 효율성 

 실질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 혹은 별도의 표 운

행노선을 신설하여 기능교육에 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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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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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운전업무종사자의 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전업무종사자가 신체검사․
적성검사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

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 운 업무종사자에 한 리는 인력수 을 원활히 하고 운 업무종사자 련 

사고의 감을 해 함

 조문 해설 

가. 철도차량 운 면허를 득하여 운  자격이 있는 자라도 철도안 을 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자격검정이 필요하다고 단됨.

나. 국내항공법에서도 신체검사기 에 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승무원은 신체검사증

명의 유효기간이내인 경우에도 항공업무 종사를 하고 있음.

 참고자료

P Branton(1979), Investigations into the Skills of Train-Driving.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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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David Embrey and Karen Wright(1999), Railway Group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Speed of Tilting Trains through Curves - A Human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tection of Multiple Speed Signs and the Adoption of Permitted 

Speeds.

Sigvard Karlehagen, Ulrik Fr Malt, Herman Hoff, Eva Tibell, Ulf Herrstromer, 

Kerstin Hilldingson and Heinz Leymann(1993), The effect of major railway 

accidents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rain drivers - II. A longitudinal 

stuffy of the one-year outcome after the accident.

T Tranah and R Farmer(1992), Psychological reactions of drivers to railway 

suicid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해설서 :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요건 관리 규격(안)

- 390 -

제70조(정기자격검정의 실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를 득한 자에 대하여 그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

를 심사하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다. 

1.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2.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차종의 성능⦁장비 또는 운전기술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4.운전업무종사자가 면허취득 후 6개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관련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자격검정을 국가지정 교육기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정기자격검정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

정한다.

⑤이 경우 자격검정은 운전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종별 실차 또

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국토해양부장 은 운 면허를 득한 자에 하여 그 지식  기량의 유무를 정기

으로 심사하여 자격을 검정할 수 있음.  

 조문 해설 

가. 철도차량 운 면허를 득하여 운  자격이 있는 자라도 철도안 을 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자격검정이 필요하다고 단됨.

나. 2004년과 2005년 한국철도공사 사고장애자료 분석결과 각각 운 업무종사자에 

의해 발생된 사고건수는 각각 43건, 35건(약 0.41%)으로 나타나 철도사고에 운

업무종사자의 과실이 인정됨. 따라서 철도사고의 재발 방지를 해 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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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더라도 자격검정을 별도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격인정을 취소

하여야 함.

다. 국내 항공법 제5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제2항  제6항에서도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해 그 지식  기량의 유무를 정기/수시 심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자격

인정을 취소하고 있음.

라. 유럽 회원국에서 면허를 소지한 자는 철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 시험을 치러야 함.

마. 면허소지자에 한 자격검정의 필요성은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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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정기자격검정의 방법 등)정기자격검정 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운전수

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속도예측

2. 정지거리예측

3. 주의력

4. 거리지각

5. 긴급반응

6. 연속긴급반응

7. 신호확인

8. 가속 및 정지

9. 측방경계

10. 기타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 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 인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

음.

 조문 해설 

가. 운 업무종사자가 속도  거리 등 안 운행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악할 수 있는 인지능력은 운 환경(밤과 낮, 악천후와 같은 날씨, 시뮬 이터

의 디스 이 효과 등)이 변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운행에 요구되는 인지능력을 객 으로 평가하도록 주장하고 있음. 

(Bor-Shong Liu & Chih-Hung Hsu, 2007)

나. 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운 업무종사자 성검사  반응형검사에 

해당하는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능력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

검사는 운 면허 취득을 목 으로 일회 인 성격이 강하며, 기본 인 검사만이 

시행되고 있음.

다. 국의 RSSB에서는 운 업무수행  학습효과를 거쳐 여러 인지능력의 향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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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정기 으로 악하여 운 업무에 취약한 직원을 선별해내는 것이 필요하

다고 언 하고 있음(“Psychometric Testing - A review of the train driver 

selection Process”,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2006).

라.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련된 국내법에서는 운 정 검사

에 한 신규검사 외에 특별검사를 시행하여 부 합 정시 교정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마. 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운 업무종사자 성검사  반응형검사에 

해당하는 속도 측능력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능력검사, 안정도검사, 민첩성

검사는 정 검사로서 실무수행능력과는 거리가 있음. 

바. 검사항목

▪ 속도 측 :  국내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 능력에서 인

정하는 합격기 은 100km/h의 차량속도에서 지정속도의 ±5% 이내 수이

며, 이는 국내 철도운 업무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음.

▪ 정지거리 측 : 국내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 능력에서 

인정하는 합격기 은 차량의 속도 비 제동거리의 ±5% 이내 수이며, 이

는 국내 철도운 업무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음.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 이동속도를 감안하여 자동차가 주차 치에 멈추도록 이크 

페달을 밟는 방식이 당하며, 최소 세 종류 이상의 속도에서 10회 이상 실

시하는 것이 좋음.  사고빈도 집단은 고 사고빈도 집단에 비해 차량의 속

도지각에서 더 민감하고 안정 이며, 정지거리 측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남. 차량을 정지시키려면 자신이 운 하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지각

하고, 그 물리 인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정지거리를 측해야만 사고를 방

할 수 있음.

▪ 주의력 : 주의 환은 한 자극에 주의를 다시 돌리는 (re-orientation) 것

을 말햐며, 이는 운  기술의 요한 요인임. 주의분산은 여러 상에 일정한 

수 의 주의를 동시에 배분(allocate)하여 그 상에 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임. (Pashler, 1996) 부분의 운 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순간, 선로에 집 하는 것 이

외의 모든 활동들은 사라지는데, 이 때 선택주의를 하게 활용하지 못한

다면 운  행동이 지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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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지각 : 국내 여객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 능력에서 인정

하는 합격기 은 원근거리 추정능력에서 피험자의 측정오차가 4.0mm 이하일 

때 1등  정을 낸다. 이는 100km/h의 차량속도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지각

능력이 ±5% 이내로 용할 수 있음. 

▪ 긴 반응 :  일반 인 도로 운 성검사에서 사고율이 높은 운 자 집단의 

표 탐색반응시간은 평균 994ms로 사고 운 자 집단의 952ms보다 42ms 

느린 반응시간을 보 다(박민규, 2002). 제동시간이 일반 도로운 시보다 긴 

철도운 의 특성상 돌발 신호에 한 반응 시간이 1  이내이면 합격기 이 

될 수 있음.

▪ 신호확인 : 속도수 을 표 한 표시시간과 요구직무의 성패에 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신호의 표시시간이 4  미만인 경우에 한 요구직무의 성

공률이 표시시간 4  이상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음(김사길 외, 2007). 

Guangyan Li et al.(2006)는 다양한 속도 수 에 따라 30가지 종류의 신호체

계(signs and signals)를 운 업무종사자의 감지(detection)  인지

(recognition)에 따른 반응시간과 비교∙분석하여, 운행속도에 따른 신호인식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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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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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별표10과 같이 권

장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정기자격검정의 합격 기 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 인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

음.

 조문 해설 

가.  사고빈도 집단은 고 사고빈도 집단에 비해 차량의 속도지각에서 더 민감하

고 안정 이며, 정지거리 측오차도 작으며, 분산주의, 주의 환검사의 반응시

간이 짧고, 선택주의검사의 정반응률이 높음. 한 반응의 안정성(표 편차)도 

고 사고빈도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남. 

나. 동 (dynamic) 검사의 경우, 일반 으로 3자유도(degree) 이상의 시뮬 이터에

서 검사를 실시하며, 속도, 거리, 그리고 반응속도에 한 인간의 허용범 는 

±5%∼±10%임.

다. SDT(Signal Detection Theory)에서 인간이나 기계의 민감도(sensitivity)를 기

으로 수행도(performance)를 결정하며, 민감도의 기 에 가장 큰 향을 주는 

확률은 률(P(hit))이다. 그러나 민감도에 한 기 은 상 시스템이나 상황

에 따라 상이함. 

 참고자료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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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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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정기자격검정 장비)①철도운영자등은 운전수행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해서 

기본기능이상의 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채점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②정기자격검정을 시행하는 자는 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정기자격검정을 시행하기 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되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별표8과 같

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정기자격검정 장비의 기능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효과 인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게 

함.

 조문 해설 

가. 면허종별 정기자격검정 장비는 기능모의운 연습기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정기자격검정에 활용되는 기능모의운 연습기의 기능요구사항은 운 면허시

험용과 동일함.

 참고자료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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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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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운전업무종사자의 운행적합성 검사)①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해당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안된

다. 

②이 경우 철도 운영사등은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운행전 음주여부, 마약사용

여부, 약물과다복용, 피로정도, 질병여부, 숙면정도, 그리고 위해물품 휴대여부 

등에 대한 운행적합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 운 사등은 철도안 과 험방지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운 업

무종사자에 하여 운행  음주여부, 마약사용여부, 약물과다복용, 피로정도, 질병여

부, 숙면정도, 그리고 해물품 휴 여부 등에 한 운행 합성검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보   유지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음주뿐만 아니라 피로정도, 질병여부, 그리고 숙면정도 등도 운 업무의 수행

도에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규정을 강화하여 규제 반으로 인한 인 오류 

사고를 감할 필요가 있음.

나. CFR 240.119조 물질 남용 장애  알코올/약물 규정 수에 한 자료의 고려 

기  (Criteria for consideration of data on substance abuse disorders and 

alcohol/drug rules compliance)과 같이 음주, 건강요구사항, 물질남용 장애 등 

합성검사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호흡 는 체액 표본 제공, 소변 

샘 의 결과에 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함.

다. 운행 합성 검사는 운 업무종사자와 리자와의 신뢰 계가 조성되어야 하므

로 운 사가 자체 으로 실시하여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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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운 사는 승무 합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로나 숙면정도에 한 일부 

항목이 미진하며, 문서 보존에 한 규정이 없어 리가 소홀해 질 수 있음.

마. 국토해양부는 각 운 사의 운행 합성검사 문서를 수시로 활용하여 철도안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추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RSSB(2004), Rail specific human reliability assessment technique for driving 

tasks T270 final report.

Alison McGuffog(2004), Working patterns of train drivers: implications for 

fatigue and safety.

Serco Rail and the Institute of Occupational Ergonomics(2002), Why do good 

staff(sometimes) work unsafel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safe behaviour 

in track workers.

The Keil Centre Limited(2003), Draft Industry Guide to Safety Culture Tools and 

Methods.

Air Affairs & Ergonomics Society(2005), Route Knowledge Project T150.

S. Johnsen, I. Herrera, J. Vatn and R. Rosness(2003), Cross Border Railway 

Operations: Building Safety at Cultural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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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음주제한의 기준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운 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허용되는 음주기 을 항공산업

의 조종사 수 인 알코올 농도 0.04%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조문 해설 

가. 음주운  실태조사 결과, 음주운  사고의 32.8%가 알코올농도 0.05% 이상

에서 나타나며, 음주운  사고의 23.9%가 0.05% 미만에서 나타남. 

나. 일반 도로교통의 경우도 알코올농도 0.05% 미만에서도 음주운  사고가 빈번

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도교통의 경우, 국내항공 조종사 기 (0.04%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미국 철도의 운 업무종자사의 음주제한 기 은 알코올농도 0.04퍼센트 이

상임.

 참고자료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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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Nick Colford (2004), A cognitive task analysis(CTA) of driving on the Cambrian 

Line ERTMS early deployment scheme.

Itoh, K., Seki, M. and Hoshino, A simulated-based study on night train 

operator's track inspection performance by use cognitive-perceptual model.

Boivin, D.B.(2000), Best practices compendium of fatigue countermeasures in 

transport operations.

G.P Krueger & R.M Brewster(2005), Commercial driver wellness, health and 

fitness: program for mastering driver alertness and managing fatigue.

Kuehn, G.I.(1992), Engineman stress and fatigue: pilot study.

Molloy, J.J. & Milne, T.(2003),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 train guards 

role emergency operations.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R Harris and R Shotton(1991),  ATP pilot schemes: GWML drivers views on 

ATP training and equipment.

Itoh, K., Tanaka, H., and Seki, M.(2003), Eye-movement analysis of track 

monitoring patterns of night train operators: effects of geographic knowledge 

and fatigue.

Capt Werner Naef, Certified Human Factors in rail simulator training.

Robert S. Schwab, Factors in fatigue and stress in the operation of high-speed 

diesel passenger railway cars with only one driver present.

Asch, R, & Rhind, D.(2002), A literature review of stress inventori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H Summala and T Mikkola(1994), Fatal accidents among car and truck drivers: 

effects of fatigue, age and alcohol consumption.

Per-Arne Rimmö and Liisa Hakamies-Blomqvist(2002), Older driver's aberrant 

driving behaviour, impaired activity, and health as reasons for self-imposed 

driving limitations..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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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한 경우는 본 조항의 예외이며,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

는 국가공무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경비

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 또는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

송하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해물품의 휴  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 안 조치 등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

 조문 해설 

 가. 운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철도종사자는 철도안 을 해할 수 있는 

해물품을 휴  혹은 재할 수 없음. 

나. 유사시 사고의 규모가 확 되어 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다.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인화성 물질 등은 공  는 여객에게 해

를 끼칠 우려가 있음.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

우는 외로 함. 

라. 해물품의 종류나 휴  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 조치 등에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참고자료

Patrick Sherry (2005), A Fatigue model and Job Performance: testing the 

validity of model predictions for locomotive engineers.

Matthew Woodward, etc (1999), A Human Factors Assessment of the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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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Due to High Speed Train Operations.

Eduardo Salas, etc (1999), A methodology for enhancing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Derek Porter (1992), A Systematic Human Error Analysis of the Train Driving 

Task.

Nick Colford (2004), A cognitive task analysis(CTA) of driving on the Cambrian 

Line ERTMS early deployment scheme.

Itoh, K., Seki, M. and Hoshino, A simulated-based study on night train 

operator's track inspection performance by use cognitive-perceptual model

Boivin, D.B.(2000), Best practices compendium of fatigue countermeasures in 

transport operations.

G.P Krueger & R.M Brewster(2005), Commercial driver wellness, health and 

fitness: program for mastering driver alertness and managing fatigue.

Kuehn, G.I.(1992), Engineman stress and fatigue: pilot study.

Molloy, J.J. & Milne, T.(2003), User Information Requirements - train guards 

role emergency operations.

Railtrack(2000), Understanding the Driver - Seminar Report and Proceedings

R Harris and R Shotton(1991),  ATP pilot schemes: GWML drivers views on 

ATP training and equipment

Itoh, K., Tanaka, H., and Seki, M.(2003), Eye-movement analysis of track 

monitoring patterns of night train operators: effects of geographic knowledge 

and fatigue.

Capt Werner Naef, Certified Human Factors in rail simulator training.

Robert S. Schwab, Factors in fatigue and stress in the operation of high-speed 

diesel passenger railway cars with only one driver present.

Asch, R, & Rhind, D.(2002), A literature review of stress inventories.

Li, G. and Lock, D.(2004), Analysis of May/Summer peak in SPAD occurrences.

H Summala and T Mikkola(1994), Fatal accidents among car and truck drivers: 

effects of fatigue, age and alcohol consumption.

Per-Arne Rimmö and Liisa Hakamies-Blomqvist(2002), Older driver's aberrant 

driving behaviour, impaired activity, and health as reasons for self-imposed 

driving limitations..

Catherine Langford and A. Ian Glendon(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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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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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

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

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

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

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

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

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

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

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물질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

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

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

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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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취성 물질 :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

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도검류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

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 또는 적재의 적

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 또는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외면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행 인용

 규정 취지

철도 운 자는 철도차량 운행 에 운 업무종사자가 해물품을 휴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운행 합성 여부를 단하여야 함.

 조문 해설 

 가. 운 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철도종사자는 철도안 을 해할 수 있는 

해물품을 휴  혹은 재할 수 없음. 

나. 유사시 사고의 규모가 확 되어 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다.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인화성 물질 등은 공  는 여객에게 해

를 끼칠 우려가 있음.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

우는 외로 함. 

라. 해물품의 종류나 휴  는 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 조치 등에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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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지

철도 시스템은 인간요소, 선로시설, 열차, 운영, 제어, 유지보수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복잡도가 대단히 높은 시스템이므로 상

대적으로 불확실도가 높은 인간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질에 따라 철도 시스템 

전체의 수행도가 결정된다. 철도의 안전은 시설, 차량, 전기 등을 취급하는 철도안

전업무종사자의 실수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최근에는 차량의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에 의한 사고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안전업무종사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철도시스템

의 타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특징인 안정성, 쾌적성, 정시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열차를 직접 조종하는 기관사의 선발과정에서 적합한 조종

적성소지자의 판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성(aptitude)이란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적합관계, 즉 개인

이 지니고 있는 지적인 기능 및 성격 등의 제반 특성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자질(업무가 요구하는 역량)과의 적합도(fitness)를 지칭한다. 말하자면 담당업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제반 특성을 의미한다. 인간 개인의 행동

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제반 조건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결

정된다. 특히 조직의 업무수행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적성검사란 바로 이 같은 다양한 영향요인과의 관련성 안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제반 특성이 어떤 업무나 활동에 적합할 지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측

정하는 ｢척도｣이다.

여타 교통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철도의 경우 적성검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철도의 특성상 순간적인 인적 오류는 자칫 대형 사고

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발생의 경우 엄청난 인적 ･ 물적 손실의 발

생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도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과학적 적성검사의 체계적 실시를 통한,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방

지와 저감을 위하여 현행 적성관리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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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성검사 합격 기준)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적성검사 항목과 합

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

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합격기

준은 별표2와 같다.

1. 적성검사 합격 기준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격의 별표1, 별표2에 기관사와 관제사의 적성검사 신규항목으로 스트레스 상황

에서의 인내력검사, 단독업무수행능력검사, 시간제약 중 판단대처능력검사를 추가 

 현행

시행규칙 제16조(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최초검사규정]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시행규칙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 등)  [정기/특별검사

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취지

- 개인주의와 능력성과주의의 확산,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환경과 급속해지는 삶

의 속도,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과도한 의사소통 강요 등과 더불어 철도조직

의 경우 시설 및 설비의 자동화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고

속화, 노선의 지속적 신설 및 연장에 따른 운영의 복잡성, 인력절감추세에 의한 

단독승무의 보편화, 엄격한 정시성의 요구, 고객의 까다로운 민원 증대, 사고에 

대한 책임의 가중화 등으로 인해 안전업무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날로 증

대되고 있음.

- 이처럼 안전업무종사자의 변화된 과업환경을 고려하여 인적오류의 발생에 관련성

이 높은 스트레스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도록 함.

 조문 해설 



해설서 :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규격 (안)

- 415 -

직 

종

주요 

국면

스트레스 요인

비 고

신체적 요인 정신(심리)적 요인

기

관

사

휴식시

간중
―

휴식시간 중 개인의 집안일 및 

사회생활 과정에서 정시 업무복

귀와 정시승무에 대한 지속적인 

강박감 (사고 자체 및 결과에 따

른 인사상 책임 및 불이익에 대

한 우려감)  

사 고 경 험

자의 경우 

예 기 불 안 

수준은 더

욱 높음

지 속 적 인 

교 번 근 무

의 수행으

로 생활리

듬의 유지

가 상대적

출근전 ―

인명사고 및 고장의 발생가능성

에 대한 예기불안

정시 교번근무교대의 압박감

승무시

소변, 설사, 졸음 등 생

리현상에 따른 압박감 

지하철의 경우 터널구간

의 폐쇄성에서 오는 불

신체적 요인에 따른 강박감의 전

이효과에 의한 스트레스 

인명사고 및 고장의 발생가능성

에 대한 예기불안

- 철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항목임.

- 철도 및 관련 전문가오 현업 종사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

로 파악되었음.

- 기관사는 수십, 수백명의 승객에 대한 생명을 책임지고 운전을 하므로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고장, 경미한 사고 등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인내력을 지니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함. 이 항목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유형은 스트레

스 상황시 기관사의 대처 능력 저하,  자제력 상실로 인한 안전 사고 등이 있음.

- 철도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갈수록 고속화되고 단독 승무화되는 현실과 

철도 노선의 증가를 고려하여 철도 안전을 위해 단독업무수행능력 검사를 추가

가 요구됨.

- 철도 운행 일정에 따라 운전을 하는 기관사는 정신적으로 시간제약을 받게되어 

안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 순간 방심할 수 있고 시간 제약이 있을 때 판단력을 분

석하여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자 함. 이 항목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유형은 위급 상황시 기관사의 대처 능력 저하, 시간에 대한 과도한 신경으로 

인한 안전 사고 등이 있음

- 상당수의 해외 국가들은 안전업무종사자에 의한 인적오류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이들 항목에 대해 채용단계에서의 정규검사는 물론 채용 이후 정규

검사 혹은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보편적임.

 참고자료

안전업무종사자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현업관리자 2인과의 심층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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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터널구간의 단조로움에

서 오는 졸음의 극복에 

대한 강박감

지하 노선의 경우 공해

로 인한 신체적 불쾌감  

정시성과 승객안전이라는 상호배

타적인 두 기준의 경합에 따른 

강박감  

승객의 과도한 민원(폭언, 과격행

위 등에 따른 스트레스) 

단독 승무의 경우 수반되는 과도

한 긴장 
으로 어려

움
교육시 ―

안전 및 지시사항의 반복적 청취

에서 오는 심리적 거부감 및 강

박감 

비상시 ―

비상상황 조기 종료에 대한 압박

감 

단독 승무의 경우 수반되는 과도

한 긴장 및 독자적 판단과 조치

책임에 따른 압박감

관

제

사

근무시

과도한 언어적 의사소통

에 따른 목과 구강부위

의 피로 

일상적인 다중적 판단 및 지시에 

수반되는 집중력 유지에 따른 피

로와 스트레스

일평균 100여건 전후에 이르는 

관제관련 의사소통에 수반되는 

피로와 스트레스  

비상시 ―

제한된 의사소통수단(무전기, 

CCTV)에 의존한 정확한 상황 

판단에 대한 압박감

열

차

운

용

원

근무시 ―

관제실 지시사항의 수행시 수반

되는 책임감과 긴장감에 따른 스

트레스 

관제실 주도

의 통제가 불

가능한 사항

은 현장의

열차운용요원

이독자적 판

단하에  이행

토록 위임함 

역 내의 관제실 단독근무상황에 

수반되는 압박감 

이 때문에 열

차운용원은 ‘1

인 관 제 사 ’ 로 

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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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부과단계 

및 항목

직 종
비 고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

오스트

리아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Ability to withstand 

work stress)

●
( “ )

●
( “ )

교육훈련 비상상황
대처능력

●
(Action in case of 

faults)

●
(Handle unusual 

events)
―

벨기에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Management of a 

task under temporal 
stress)

― ―

덴마크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
(Work under 

pressure)
―

단독업무
수행능력

●
(Attitude towards 
working alone)

― ―

핀란드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Ability to work 
under stress)

― ―

독 일 교육훈련 스트레스 
대처능력

●
(Behavioral skills 
for coping with 

stress and conflicts)

― ―

룩셈부

르크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Behavior in the 
tension moments)

●
( “ )

●
( “ )

네덜란

드

정기적성검
사

단독업무
수행능력

●
(Aptitude to solitary 

work)

●
( “ )

●
( “ )

기관사: high,
관제사: 
weak,

운용원: low

스페인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Capacity to 

withstand work 
stress)

― ―

노르웨

이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Stress tolerance)
●

(Stress coping) ― 25~30%가 
불합격

스위스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
(Work under 

pressure)
―

비상상황
대처능력 ―

●
(Cope with 
conflicts)

―

단독업무
수행능력 ―

●
(Work 

independently)

●
(Work 

independently)

교육훈련

스트레스 
대처능력

●
(Coping with stress) ― ―

비상상황
대처능력 ―

●
(Handle abnormal 

operational 
situations)

―

단독업무
수행능력 ― ―

●
(The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nd 

take decisions)

에스토

니아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Ability to work 
under stress)

― ―

영 국 신규채용
스트레스 
대처능력

●
(Tolerance of 

stress) 확인 안됨 확인 안됨

2006년 채택
(채용선발시 
면접과정에서 

체크)단독업무 ●

 

 스트레스요인 관련 해외사례 개요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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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Tolerance of 
working alone)

빈 도

항 목
직 종

계
기관사 관제사 열차운용원

스트레스 
대처능력 10 5 2 17

비상상황
대처능력 1 3 ― 4

단독업무
수행능력 3 2 3 8

계 14 10 5

전문가 집단 기관사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최소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시간제약중 판단대처 7 6 7 6.42 0.54 55 3 7 5.78 1.08

안전지식 7 5 7 6.29 0.76 55 3 7 5.35 1.17

스트레스상황 인내력 7 5 7 6.14 0.90 55 2 7 5.24 1.09

단독업무수행 7 4 7 6.00 1.00 55 2 7 5.40 1.24

절차/규칙이행 7 5 7 6.00 1.00 55 3 7 5.38 1.11

기술관련지식 7 4 7 5.86 1.07 55 3 7 5.42 1.17

야간시력 7 4 7 5.71 1.11 55 1 7 4.84 1.32

의사소통 7 3 7 5.27 1.50 55 1 6 4.29 1.18

모순된 정보처리 7 3 7 5.29 1.38 55 1 7 4.78 1.26

동체시력 7 3 7 5.29 1.25 55 1 7 4.89 1.24

심리전문가 면담 7 3 7 5.14 1.35 55 2 7 4.64 1.18

고객응대 7 3 7 5.00 1.53 55 3 7 4.69 1.02

대인관계 7 3 7 4.86 1.68 55 2 7 4.69 1.22

독해및언어 7 3 7 4.27 1.50 55 1 6 3.85 1.08

발표력 7 2 7 3.86 1.68 55 1 6 3.85 0.99

 

 해외 주요국가의 적성검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기관사 집단의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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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가의 적성검사항목에 대한 관제사 집단의 설문결과

관제사 집단

검사항목 인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간제약중 판단대처 96 1 7 6.25 1.02

단독업무수행 96 1 7 6.11 1.14

안전지식 96 1 7 5.80 1.13

절차/규칙이행 96 1 7 5.79 1.07

스트레스상황인내력 96 1 7 5.64 1.13

모순된 정보처리 96 1 7 5.59 1.10

기술관련 지식 96 1 7 5.54 1.09

고객응대 96 1 7 5.45 1.21

대인관계 96 1 7 5.19 1.10

동체시력 96 1 7 5.09 1.09

야간시력 96 2 7 5.01 1.01

의사소통 96 1 7 4.97 1.25

발표력 96 1 7 4.73 1.18

심리전문가면담 96 1 7 4.69 1.21

독해 및 언어 96 1 7 4.39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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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성검사 합격 기준)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적성검사 항목과 합

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

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합격기

준은 별표2와 같다.

 2. 적성검사 합격기준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규격 별표 1 및 별표 2에 기관사의 적성검사 신규항목으로 민첩성검사를 추가 

 현행

시행규칙 제16조(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최초검사규정]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시행규칙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 등)  [정기/특별검사

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취지

- 과거 기관사에게 실시되었던 민첩성검사(적응능력, 판단력, 동작정확력, 정서안정

도)가 철도안전법 시행 이후 폐지되었음. 

- 민첩성의 세부 항목들은 기관사의 경우 더욱 필요한 항목임.

- 따라서 예전의 민첩성검사를 다시 복원하여 관제사 및 열차운용원과 마찬가지로 

기관사를 대상으로 최초/정기/특별 등 모든 국면마다 실시하도록 함.

 조문 해설 

- 현행 시행규칙 제16조는 최초 적성검사규정이며, 제41조는 정기/특별검사규정임.

- 기관사의 적성검사 추가 항목으로 민첩성검사를 신규로 삽입하여 적성검사시 이

들 항목을 검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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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필요 정신적 

기능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지

능

검

사

작

업

태

도

검

사

품

성

검

사

속

도

예

측

능

력

검

사

주의력 검사 거

리

지

각

능

력

검

사

안

정

도

검

사

민첩성 검사

적

응

능

력

판

단

력

동

작

정

확

력

정

서

안

정

도

선

택

적 

주

의

력

주

의

배

분

능

력

지

속

적 

주

의

력

기관사

신규검사 - - - - - - - -

정기검사 - - - - - - - -

특별검사 - - - -

종합판단력 ▴ ▴ - ▴
조사분석력 ▴ ▴ - ▴ ▴ ▴
주의인내력 ▴ ▴ - ▴ ▴

관제사

신규검사 - - - -

정기검사 - - - - - -

특별검사 - - - -

종합판단력 ▴ ▴ ▴
조사분석력 ▴ ▴ ▴
조정절충력 ▴ ▴ ▴
섭외교섭력 ▴ - ▴

- 민첩성 검사

  ⋅적응능력 : 과제에 대한 판단과 동작을 빠르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

  ⋅판단력 : 목표 자극을 정확히 판별하는 능력

  ⋅동작 정확력 : 판단력과 운동능력간의 균형

  ⋅정서안정도 : 판단능력의 일관성

- 필요정신적 기능을 고려한 관련적성항목의 분석 결과, 기관사에 대한 민첩성 검

사는 추가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업의 기관사/관제사는 물론 전문가집단의 설문결과에서도 기관사에 대한 

민첩성검사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직종별 주요 필요정신적 기능 및 관련 적성항목과 현행 검사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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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필요 정신적 

기능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지

능

검

사

작

업

태

도

검

사

품

성

검

사

속

도

예

측

능

력

검

사

주의력 검사 거

리

지

각

능

력

검

사

안

정

도

검

사

민첩성 검사

적

응

능

력

판

단

력

동

작

정

확

력

정

서

안

정

도

선

택

적 

주

의

력

주

의

배

분

능

력

지

속

적 

주

의

력

대  응  력 ▴ - ▴ ▴

주의인내력 ▴ ▴ ▴

열차

운용원

신규검사 - - - - -

정기검사 - - - - - - -

특별검사 - - - - -

종합판단력 ▴ ▴ ▴
주의인내력 - ▴ ▴

 
(범례 :  행 성검사항목,  상 지수 0.85 이상의 필요 성검사항목, 

▴ 상 지수 0.70 이상의 필요 성검사항목)

  현행 우리나라 적성검사항목의 집단간 설문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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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서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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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지

인간의 부적절한 대응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사고의 발생뿐만 아니

라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 피해 규모를 결정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배재한 철도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현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

라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수 있다. 특히 첨단 관제 시

스템과 열차운영시스템에서도 불구하고 안전업무종사자에게 일어나는 돌발 상황이

나 신체기능의 심각한 저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여 요인이다.

현재, 우리는 암을 정복하고 새로운 질병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발달된 의

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일부 질환들의 원인균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을 공격하여 특정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며, 아직 원인이나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은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현행 안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라지고 WHO에서 

유행지 명단에서 제외된 사상충병 같은 항목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

면에 철도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수면장애 같은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같이 안전업무종사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철도산업, 항공, 

공무원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신체검사 제도를 조사하고 국외철도 선진

국에서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항목들을 비교하였다.  그리

고 국내의 전문의학회를 통해 자문 형태로 현행 신체검사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였을 뿐만아니라 안전업무종사자 직무분석(Task Analysis)을 이용하여 

직무분석 결과와 신체검사 항목과의 연관관계를 평가하였다.

본 규격은 위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기준의 주요내용으로

는 비･구강･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의 삭제,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는 사상

충병의 삭제, 최근 많이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과 철도안전과 관련있는 수면장애･ 
공황장애의 추가, 그리고 단순히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의사

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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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일반결함” 중, “가”항에 관한 해설

1. 신체검사 합격기준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 일반결함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 종양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 종양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결함 :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 종양

 규정 취지

- 현행기준은 조기진단에 의한 치료 및 업무수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악성종양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기 발견시 완치가 가능하고 초기 증상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악성 종양들도 있으나 진행된 악성종양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에서는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악성종양: 발생한 위치를 벗어나서 원 거리에 있는 장기에 전이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앗아가는 종양.

- 악성종양(암)은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수술로 완치가능하나 말기에는 수술이나 

치료로 완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기발견이 최선임.

- 악성종양(암)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으며,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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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일반결함” 중, “나”항에 관한 해설

2. 신체검사 합격기준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 일반결함 불합격기준(나.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결함 :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규정 취지

- 지난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후진국형 기생충질환인 사상충증이 한

국에서 퇴치되었음을 제5차 GAELF 국제회의에서 선언(‘08.4.2)하였으며, 2001

년 이후 발병사례가 없음

 조문 해설 

- 실제 발병률이 매우 낮으므로 신체검사에서는 의미가 없음.

- 우리나라에서 1927년 처음 보고됨, 1968년, 1975년에 전국주민 대상으로 총 

32,673명을 검사하여 784명 microfilaria 양성자발견, 1990년 초까지 제주도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내륙에서감염자가 보고되었으니 현재는 WHO에서 우리나라

를 유행지 명단에서 제외시킴.

- 증상: 고 급성에서는 열 발작을 일으키고 만성에서는 상피병(象皮病)·음낭수종·유

미뇨(乳糜尿) 등의 증세를 일으킴. 

-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병하지 않았고 Diethylcarbamazine(DEC)등의 약

물치료 및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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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일반결함”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 일반결함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자)

   ㆍ정기검사 : 조절되지 않는 중증인 고혈압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결함 : 다.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자)

 규정 취지

- 고혈압은 여러가지 합병증(뇌졸중, 심부전,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나, 약물치료 등으로 조절되는 경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

하고 국내 유사입법사례와 국외 철도 사례의 기준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기검사의 경우 수치로 규정하는 것보다 항공사례와 같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인 고혈압증”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

단토록 함 

 조문 해설 

- 긴장도 상태나 일시적인 수치로 접근하면 곤란하고 약을 먹고도 수치가 나아지지 

않으면 곤란하므로 ‘조절되지 않는’ 의 표현이 타당함.

-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음.

- 혈압을 재보기전에는 고혈압의 여부를 알기 어려움.

-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 즉 뇌졸중, 심부전,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의 관상동맥질환, 신부전, 시력장애 등이 올 수 있음 

- 해외사례

o 호주 : 150/95-200/110

o 캐나다 :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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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웨덴 : 160/95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ATKINS보고서 2002.11.28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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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1 군 제 2 군 제 3 군 제 4 군 지    정

특성
발생 즉시 환
자 격리 필요

(6종)

예방접종대
상 

(10종)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 

중점(18종)

방역대책 긴급수
립 

(15종)

유행여부 조사․
감시 

(9종)

질환

1. 콜레라 

2. 페스트 

3. 장티푸스 

4. 파라티푸스 

5. 세균성이질 

6.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증

1. 디프테리
아 

2. 백일해 

3. 파상풍 

4. 홍역 

5. 유행성 

  이하선염 

6. 풍진 

 1. 말라리아 

 2. 결핵 

 3. 한센병 

 4. 성병  

 5. 성홍열 

 6. 수막구균성 

   수막염 

7. 레지오넬라증 

 1. 황열    

 2. 뎅기열 

 3. 마버그열 

 4. 에볼라열 

 5. 라싸열 

6. 리슈마니아증 

 7. 바베시아증 

8. 아프리카 

1. A형간염 

2. C형간염 

3.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VRSA) 

  감염증 

4. 샤가스병 

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일반결함”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 일반결함 불합격기준(라.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전염병 중 직접접촉⋅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

  ㆍ정기검사 :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전염병 중 직접접촉⋅호흡기 등

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결함 :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규정 취지

- 행정, 교육, 인수인계 등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철도안전업무종사자의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동료 직원 및 승객들에게 전염되어 철도 전반에 

지장을 주고 국민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

 조문 해설 

- 법정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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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폴리오 

8. B형간염 

9. 일본뇌염 

10. 수두 

(2006년부터
는 법정전염
병 2군으로 
지정돼 정기
예 방 접 종 이 
의무화)

 8. 비브리오 

  패혈증 

 9. 발진티푸스 

10. 발진열 

11. 쯔쯔가무시증 

12. 렙토스피라증 

13. 브루셀라증 

14. 탄저 

15. 공수병 

16.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17. 인플루엔자 

18.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

  수면병 

 9. 크립토스 

  포리디움증 

10. 주혈흡충증 

11. 요우스 

12. 핀타 

13. 두창(신설) 

14. 보툴리누스 

  중독증(신설) 

15. 신종전염병 

   증후군

5. 광동주혈 

  선충증 

6. 유극악 

  구충증 

7. 사상충증 

8. 포충증 

9. 크로이츠 

  펠트야콥병

- 전염병은 발병시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염병예방

법, 시행규칙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 중요 질환이며 질병관리본부의 2004년

(8,994), 2005년(13,480),2006년(23,499),2007년(34,954)의 전염병 발생 건수

를 살펴보면 전염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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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비‧구강‧인후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2. 비‧구강‧인후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

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ㆍ정기검사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구강‧인후계통 :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규정 취지

- 말을 못하는 자는 물론 언어장애자 또는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

로 안전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조문 해설

- 말을 못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가능 하므로 필요.

- 호흡의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는 정상적인 업

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옴.

- 이전에는 말을 할 수 있었더라도 어떤 원인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시에도 유지해야 함.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유럽연합의 Atkin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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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비‧구강‧인후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2. 비‧구강‧인후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구강‧인후계통 :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규정 취지

비‧구강‧인후계통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

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와 중복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식도협착 : 선천적이거나 외상, 동맥류, 화학물질의 섭취로 인해 식도가 좁아진 

경우임.

- 치료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며, 수술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인공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투여하게 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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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치아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3. 치아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치아계통 :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규정 취지

비‧구강‧인후계통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

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와 중복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관절강직 : 관절 자체의 병적 변화로 관절의 가동성이 장애를 받는 상태임.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치아계통 검사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음.

- 증상 : 턱 자체의 통증이나 귀의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통, 목의 통증, 얼굴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척추, 골반, 팔 다리

에 통증이나 감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나 수술이 가능( 20mm도 치료 가능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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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치아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3. 치아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치아계통 :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규정 취지

비‧구강‧인후계통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와 중복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전문의학회 의견 : 안전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

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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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치아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3. 치아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치아계통 :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규정 취지

비‧구강‧인후계통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

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와 중복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전문의학회 의견 :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조항과 중복.

- 현재 의학기술로 치료 및 수술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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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치아계통”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3. 치아계통 불합격기준(라.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치아계통 :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규정 취지

비‧구강‧인후계통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 는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

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기능장애”와 중복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전문의학회 의견 :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조항과 중복.

- 현재 의학기술로 치료 및 수술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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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피부계통” 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4. 피부질환 불합격기준 수정

 최초‧특별검사 :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피부질환 :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

자

 규정 취지

- 철도업무수행 특성상 종사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므로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삭제

 조문 해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도 피부질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철

도 선진국에서도 피부질환 검사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음.

- 나병은 전염성이 높지 않고 나균을 배출하는 환자의 경우도 리팜핀(리팜피신) 

600mg을 1회만 복용하여도 체내에 있는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 

- 한센병 환자의 경우 2주에서 2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

지 않으며, 병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5년에서 20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

으면 완치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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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흉부질환”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5. 흉부질환 불합격기준(가.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흉부질환 : 가. 활동성 결핵증

 규정 취지

흉부질환 불합격 기준 개정안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 확장증”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중복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폐질환에 포함하여 존치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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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흉부질환”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5. 흉부질환 불합격기준(나.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성  만성 늑막질환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흉부질환 :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규정 취지

- 기준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으로 확대하여 만성 유착

성 늑막염을 포함 시킴.  정기검사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삼출성 늑막염: 늑막은 흉곽 바로 안쪽과 접해 있는 벽측흉막(璧側胸膜)과 폐표

면에 접해 있는 장측흉막(臟側胸膜)의 2겹으로 되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늑막

강으로 상당한 양의 체액이 배출된다. 이를 삼출액(渗出液)이라고 하는데 늑막염

은 삼출액의 양에 따라 구분되어, 양이 정상이면 건성늑막염(유착성) 또는 섬유

소성 늑막염이라 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삼출성 늑막염이라 함.

- 증상:  늑막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이 병

은 보통 폐가 먼저 감염된 후 늑막으로 퍼져서 생기며, 드물게는 류머트관절염과 

같은 전신적인 염증상태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음. 

- 늑막질환 : 폐의 표면과 갈비뼈로 이루어진 부분의 안쪽을 덮고 있는 장막에 생

기는 질환임.

- 전문의학회 의견 : 삼출성 늑막염, 만성 유착성 늑막염의 경우 치료 및 관리대상 

질환(치료 및 관리가 가능함)으로서, 불합격의 과학적 근거 없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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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흉부질환”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5. 흉부질환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 염, 증 기 지 확장증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증  만

성천식증, 증 만성기 지염, 증 기 지 확장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흉부질환 :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규정 취지

- 활동성 결핵증을 폐질환 항목에 포함시키고, 정기검사에서는 업무수행 지장여부

를 의사가 판단도록 함.

 조문 해설 

- 결핵 : 결핵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만성전염병으로서, 대부분이 폐결핵이

지만 그 밖에 전신의 모든 장기도 침범될 수 있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

을 앗아간 전염병(기원전 7천년 경 석기시대의 화석이나 이집트의 미이라에서도 

결핵을 앓은 흔적을 발견.

- 우리나라 발생현황 : 국민 278명당 1명인 17만명 가량이 활동성 결핵 환자로 추

정되며 2003년에는 인구 10만명당 6.9명(총 3331명)이 결핵으로 사망함.

- 우리나라 2004년 한 해 동안 새로 발견되어 보고 된 결핵환자 수는 3만 1503

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84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 결핵의 특이점 : 20~30대 젊은 층에 결핵환자가 많다. => 이는 사회적 

활동성 높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확산이 가속화 될 수 있음.

- 결핵환자 재채기나 기침으로 결핵균을 포함한 작은불방울(비말핵)이 공중에 떠 

있다가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결핵균이 공기와 함께 기관지를 따라 폐 속 깊

숙이 날아 들어가 폐포에 도착하면서 결핵균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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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

- 세계 보건기구가 2003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매년 약 880만명의 환

자가 새로 발생하고, 연간 약 170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천식 :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호흡곤란을 말하며, 숨이 몹시 차고 기침을 하는 병

으로 가래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중증만성천식증:기관지 천식’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관지 안쪽에 있는 점막

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관지가 예민해지거나 좁

아져서 공기가 드나들기 어렵게 되는 병을 말한다. 기관지가 좁아지면, 마치 교

통 체증이 심한 좁은 도로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공기(산소)가 드나들기 어려워

져 숨이 차다고 느끼게 되고, 피리 소리와 같은 쌕쌕소리(천명)가 들리게 됨.

- 폐기종:조직이나 기관에 공기가 병적으로 축적하는 것. 허파꽈리벽이 파괴됨으로

써 종말세기관지 먼쪽의 숨길이 비정상으로 확장되는 병이다. 호흡곤란을 일으키

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만성기관지염과 함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증상으로는  비가역성 기도폐쇄로 가래가 폐에 고이기 때문에 폐의 탄력이 감소

되어 들여마신 숨을 내쉬기가 힘들게 되는 호흡곤란이 특징이다.15cm 정도의 거

리에 있는 촛불도 입으로 불어서 끄기가 힘든 호흡곤란이다 

- 폐진균질환:폐 진균증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최근 항생물질의 대량 

투여와 부신 피질 호르몬의 사용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폐의 곰팡이 감염

은 말단 폐포에 흡입된 감염성 포자(spores)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진균은 운동성이 없는 효모(nonmotile yeasts)나 곰팡이(molds)이다. 

감염은 폐에서 다른 장기, 즉 피부, 뼈, 중추신경계로 퍼진다. 진균증은 감염 경

로에 따라서 내인성 진균증과 외인성 진균증으로 나눌수 있다. 내인성이란 칸디

다증과 같은 건강인의 체내 특히 구강, 인두, 식도, 위, 장 등의 소화기관에 기생

하고 있는 것이며 외인성이란 아스페르길러스증, 크리프토콕스증 같이 감염원이 

인체밖에 있는 것임.(표. 병원균 소재에 따른 분류) 폐에 일어나는 곰팡이 감염에 

대한 감염의 형식이나 면역상태 그리고 예방책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음. 일반

적으로 진균은 병원균이 약한 균이지만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질 때 감염됨. - 인

체의 저항력 감소의 요인으로서는 급성 백혈병 그밖의 전신중독 질환의 말기와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사용 및 항종양제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저항력이 감소 

되었을 때임. 

- 해외사례 : 천식(프랑스), 폐(벨기에,룩셈부르크,호주,캐나다)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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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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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흉부질환”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5. 흉부질환 불합격기준(라. 항) 삭제

   ㆍ최초‧특별검사 : 삭제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흉부질환 :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규정 취지

- 흉부질환 불합격기준 개정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성  만성 늑막질환”

에 포함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삼출성 늑막염, 만성 유착성 늑막염의 경우 치료 및 관리대상 질환(치료 및 관리

가 가능함)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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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흉부질환”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5. 흉부질환 불합격기준(마.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만성폐쇄성 폐질환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흉부질환 :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규정 취지

-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호흡곤란의 증상이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어 정

기검사에서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만성폐쇄성 폐질환 :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

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함.

-치료 :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는 대증요법과 기관지확장요법으로 나눌 수 있

다. 대증요법으로는 우선 흡연을 중지해야 하며, 호흡기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이 되

면 심하지 않더라도 안정을 취하여 악화를 막아야 함. 

① 항생제 

② 기관지확장제 : Theophylline 제제 / 교감신경항진제 / 항콜린제제 

③ 부신피질 호르몬제 

④ 거담제 

⑤ 산소요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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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심부전증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현행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가. 심부전증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갑작스런 호흡곤란, 집중력 소실, 전신적인 무력감 등의 증상을 일으

키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심부전 : 약해진 심장이 기능장애를 일으켜 생기는 증상과 증후를 말하는데, 심

장박출량이 감소하여 충분한 혈액량을 내보내지 못해 혈액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

태를 나타내며 심기능부전 또는 심장쇠약이라고 함.

- 증상: 심부전증의 증상은 뇌, 간장, 위장, 신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뇨의 양이 

줄게 되고 몸속에 물이 고이게 되어 부종이 심해지게 됨. 초기증상으로 무릎 이

하의 다리, 특히 발이나 발등에 부종이 나타나나, 심해지면 간비대 및 동통, 위장

의 소화 흡수장애, 식욕부진, 구토등이 일어나며 손, 발, 입술등의 말초의 혈액 

순환이 나빠져 청색증을 보이며 더 심하면 뇌부종으로 신경증상도 나타남. 좌심

부전의 경우 전신으로 내보내는 혈액량이 감소하므로 피로하기 쉽고, 수면 중에 

배뇨 횟수가 잦아지고, 식욕 감퇴 등이 시작되며, 또 운동시에 호흡 곤란, 간장 

울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수면 중에 호흡 곤란이 나타

나면서 거품이 많이 섞인 분홍빛의 가래침이 많이 나오게 되는 소위 폐부종의 증

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해외사례 : 캐나다,호주,프랑스,벨기에,덴마크,핀란드,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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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ATKINS보고서 2002.11.28(프랑스,벨기에,덴마크,핀란드,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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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

질성 부정맥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규정 취지

- 기절 또는 능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고 지속적, 만성적인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발작성 빈맥 : 발작적으로 맥박이 빨라지는 증세로 상심실성 빈맥과 심실성 빈맥

으로 나누는데, 심실성 빈맥은 발생률은 상심실성 빈맥에 비해 낮지만 위험성은 

더 큰 부정맥.

- 상심실성 빈맥 발작은 아무런 처치가 없이도 중단될 수는 있음.

- 발작성 심실빈맥은 좀더 심각한 병으로 만약 심근경색증이나 관상동맥질환이 있

는 환자에게 발생한다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병. 혈압이 심하게 떨어져

서 맥박이 안만져지는 경우가 많으며 혈액순환의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

음

- 기질성부정맥: 심장의 박동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때 부정맥이라 부름. 기능적

인것과 기질적인 것으로 크게 나뉨.

- 기질적인 것은 각종 심장질환, 특히 허혈성심질환,판막성심질환및심근병증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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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고혈압증, 갑상선기능항진증,만성폐쇄성폐질환등의질환에서도 흔히 나타

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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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심한 방실전도장애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전도장애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심할 경우 호흡곤란,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 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방실전도장애: 심장내 전도장애는 동방전도장애, 심방내전도장애, 방실전도장애, 

심실내전도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실전도장애가 가장 흔함.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심근경색증, digitalis중독, 심근염, 종양 등으로 발생함. 

- 성인에서는 fibrous cardiac skeleton의 석회화 및 경화(sclerosis)인 Lev병이나 

심실내 전도로의 원발성 경화퇴행성 질환인 Leneger병이 가장 흔한 원인들임.

- 진단은 심전도에 의한 방실전도장애의 구분

(1) 1도 방실전도장애 : 심전도에서 PR간격이 0.21초 이상으로 연장됨.

(2) 2도 방실전도장애 : 심방의 전기자극중 일부가 심실이 전도되지 않는 경우

(3) 완전 방실전도장애 : 심방과 심실의 전도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심방과 심실이 

독자적으로 수축하는 상태. 

- 방실전도장애는 방실전도장애 부위를 진단할 수 있는 His속 전기도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예후판정됨. 전도장애부위가 방실결절내인 경우에는 완전 방실전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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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예후가 양호한 경우가 많고, 전도장애부위가 His속 이하부위일 땐 증상이 없

더라도 급사의 위험성이 높음.

- 치 료: 운동시 호흡곤란,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만성 2도 및 3도 

방실전도장애의 경우와 증상이 없어도 전도장애부위가 His속 이하인 2도 및 3도 

방실전도장애인 경우에는 영구형 인공심박조율기 치료를 함. 이런 상황에서는 증

상이 없어도 급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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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라.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심한 동맥류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라. 심한 동맥류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두통, 쇠약감,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동맥류 : 동맥벽의 부분적인 취약과 내압증가로 인하여 생기며 동맥내강이 국소

적으로 확장된 상태임.

- 관련 신체부위: 동맥, 대동맥(흉부, 복부의 주동맥), 뇌, 다.리에 연결된 동맥

- 증상: 

1.흉부 동맥류 ; 가슴, 목, 등, 복부에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음.

2. 복부 동맥류 ; 등의 통증, 식욕상실, 체중감소, 복부에 쿵쿵 뛰는 느낌의 덩어리

가 만져짐.

3. 하지의 동맥류. 

4. 다리의 혈액 순환이 안되어  다리가 붓고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고 약해짐.

5. 대퇴부 안쪽이나 무릎 뒤에 역시  덩어리가 만져짐.

6. 뇌의 동맥류. 

7. 두통, 쇠약감, 마비, 감각이 무디어짐. 

8.눈 뒷부분의 통증, 시력변화, 부분적인 실명.

9. 심근의 동맥류 ; 불규칙한 심박동, 울혈성 심부전증  등의 증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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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마.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유착성 심낭염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마. 유착성 심낭염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전신쇠약,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증상에 따라 업무

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심낭염 : 심장의 바깥면을 둘러싸고 있는 외막에 생기는 염증으로서 주로 결핵과 

류머티즘성 질환이 원인이며, 심장과 심막 사이에 물이 괴어 심장이 눌려서 숨이 

차고 고통을 느끼게 됨.

- 만성압축성 심낭염이라고도 하며 심낭의 양막이 붙었거나 심낭과 심장 자체 

혹은 심낭과 그 주위 조직과의 유착을 말함.

- 증상: 탈력감, 전신쇠약, 호흡곤란, 흉통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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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바”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바.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폐성심

   ㆍ정기 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바. 폐성심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호흡곤란, 기침, 담(痰), 안면부종, 간종대 등을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폐성심 : 폐질환 때문에 폐동맥의 혈관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우

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임.

- 고혈압성 심질환이 심장의 우측성 변화를 가져오는데 비해, 폐성심은 폐의 기능

이나 구조장애 때문에 생긴 폐 고혈압에 의해 우측 심장의 확장이나 비대가 오

는 것.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에 의한 만성 폐성심이 흔하고 심장 대상부전으로 입원한 환

자의 10-30%차지. 때로는 심장의 증상이 이와같은 폐질환 증상에 가려져 확인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증상: 보통 1cm이상 두께의 우심실 비대, 우심실확장이 나타나고, 우심실 확장의 

결과로 삼첨판 폐쇄부전 초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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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순환기계통” 중, “사”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6. 순환기계통 불합격기준(바.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순환기계통 :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쇼크 상태가 되는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협심증, 심발작,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져서 심장세포에 적절한 산소

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그 곳의 심장세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병. 

- 협심증 : 심장부에 갑자기 일어나는 심한 동통이나 발작 증상으로서 심장벽 혈관

의 경화, 경련, 협착, 폐색 따위로 말미암아 심장 근육에 흘러드는 혈액이 줄어들

어 일어남.

- 심근경색 : 심장에 양분과 산소 등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거

나, 관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혈액순환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심

근 전층에 경색괴저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상태가 되는 심각한 심장질환임.

- 초기증상 : 보통 증상이 없음 

- 후기증상 : 협심증, 심발작, 호흡곤란, 실신, 발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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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소화기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7. 소화기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소화기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

제

 조문 해설 

- 비장종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하여 비장이 커지고 기능항진이 오는 상태를 말함.

- 비장은 면역반응을 유발하며 정상, 비정상의 혈액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로 좌상복부의 늑막 밑에 위치

- 경증의 비장종대: 간 울혈, 간염, 관절염 등에서 볼 수있고 ,

- 중등도의 비장종대: 간염, 간경화 등과 연관됨. 

- 심한 비종대는 백혈병, 문정맥 폐쇄등이 있음. 

- 검사 : 비장이 커진 원인을 알아야 하므로,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검사를 하며 

필요하면 골수 검사까지 해야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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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소화기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7. 소화기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간경변증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소화기계통 :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규정 취지

- 간경변증의 경우는 복수나 식도정맥류 출혈 및 계산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

는 간성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며, 만성 활동성 간염은 증상에 따라 업무수

행 지장여부에 대하여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만성간염이란 대개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임상적이나 생화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간염을 말하며, 흔히 수년간 지속됨. 임상병리학적으로는 그 경과가 비교적 

가벼우며 결국은 완전히 회복되는 만성 지속성 간염과, 계속적 인간세포의 파괴

로 인하여 지속적인 염증과 섬유화를 동반하고 그 중 약 40% 에서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중한 형인 만성 활동성 간염의 두가지로 구분됨.

- 만성 B형 간염환자 : 6개월 이상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간의 

염증 소견이 6개월 이상 같이 있는 경우

- 만성활동성(증식성) 간염 :6개월 이상 HBeAg 양성이며 HBeAg과 HBV DNA 양

성

-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이 계속되어 거듭되는 간조직의 손상과 염증세포의 침윤과 

섬유화에 의해 두꺼운 섬유질이 형성되고, 살아남은 간세포는 재생과정을 통해 

재생결정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간이 자갈이 모인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정상 

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식도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혼수 및 간부전증 등 

다양한 임상소견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증후군. 간염바이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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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나 약품 및 장기간의 다량의 음주 등이 원인이 되며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간경변증은 복수나 식도정맥류 출혈 및 계산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간성

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며, 만성 활동성 간염은 치료 및 관리를 소흘히 

하면 약 40%정도가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의 판단 필요

-증상: 일반적인 증상으로 쇠약감,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이 있으며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복수, 간성혼수, 식도정맥류 파열 등. 황달, 복부 부행혈관, 

거미혈관종, 복수, 하지부종, 손바닥 홍반 등은 진행성 비대상성 간경변증에서 

관찰될 수 있음.

- 치료: 특이적인 치료는 아직 없으며 일반적이고 보조적인 치료가 중요

- 해외사례 : 벨기에, 핀란드, UIMC국가들(프랑스,독일 등)

 참고자료

- ATKINS보고서 2002.11.28(벨기에,핀란드)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UIMC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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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소화기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7. 소화기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소화기계통 :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규정 취지

-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해외 철도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고 통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으며 안전업무 

처리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삭제

 조문 해설 

- 거대결장 : 대장, 특히 S형 결장 및 직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신경절 세포가 결

핍되어 장의 연동운동에 이상이 생기는 병임. 

- 치료법 : 보존적 치료방법(관장 및 하제복용을 수액보조요법하에 입원 실시) 또

는 수술적 절제방법을 통해 치료가 가능 (대한외과학회지 제 63권 제 5호 - 항

문직장기형의 성형술 이후 발생한 거대결장의 적절한치료)  

- 게실염 : 대장의 벽에 생긴 게실 내에 장의 내용물이 고여 발생하는 염증임.

- 치료법 : 보존적 치료방법과 수술적 방법(충수돌기 젤제술, 우측 결장반 절제술, 

회맹부 절제술, 좌측 결장반 절제술등)의 치료방법이 있음.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20권 제1호 - 결장 게실염 치료 시 복강경 수술의 유용성) 

- 회장염 : 작은창자의 한 부분인 회장에 생기는 염증임. 

- 궤양성대장염 : 대장의 안쪽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병임. 

- 치료법 : 궤양성대장염은 10만명당 10명 정도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수액요법, 장

을 쉬게 하기 위한 금식 수액요법, 약물 투여 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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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만성신장염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신장염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가. 만성신장염

 규정 취지

- 만성신장염은 혈뇨,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나 

만일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경우 대부분 신장의 기능이 1/5이하로 떨어진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발견시 완치가 어렵고 빈혈과 고혈압 및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조문 해설 

- 신장 기능이 20~30% 이하로 떨어지면 전신쇠약감, 식욕감퇴, 빈혈의 증상이 오

며, 10~20%이하가 되면 구토, 호흡곤란,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만

성신부전증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만성신장염 : 노페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망가지는 질환으로 정

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고 많은 경우 수년 후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됨. 

- 증상 : 단백뇨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며, 부종 외에 혈압의 상승이나 신장기능

의 장애를 볼 수 있음. 말기가 되면 야간에 배뇨가 많아지고, 전신 증세가 악화

됨과 동시에 요독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함. 만성신부전은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완

치하는 기술이 없으며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적극적인 신대체 요법을 하지 않으

면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생명 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 해외사례 :헝가리,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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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ATKINS보고서 2002.11.28(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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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중증 요실금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나. 중증 요실금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수술 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골반 저근육 운동, 바이오피드백 요법, 

방광훈련요법, 전기자극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고 요실금패드 등 보조도구의 사

용으로 안전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

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요실금 :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요도를 통하여 소변이 나오는 병임. 

- 증상 : 비뇨기계 감염증, 욕창, 피부자극 및 궤양 등의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으로 

부끄러움, 무력감, 불안, 자존감 저하, 생활만족도 저하, 우울증등의 증상이 나타

남.  

- 치료법 : 수술 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골반저근육 운동, 바이오피드백 요법, 방

광훈련요법, 전기자극요법) 등이 있으며 이중 골반 저 근육운동은 36~95%의 효

과를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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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만성신우염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다. 만성신우염

 규정 취지

- 만성신우염 자체 질환으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업

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초검사는 현행기

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는 삭제

 조문 해설 

- 만성 신우염 : 신장기능이 수개월에서 수 년 동안 악화되는 질환으로 결국에는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만성신장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

될 수 있음. 

- 치료법 : 한쪽 신장에만 만성적 감염이 일어나 항생제 치료가 불가능 할 때에는 

수술로 제거하면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고 양쪽 신장에 모두 만성 신부전이 일

어난 경우에는 신장이식 수술이나 투석법을 행해야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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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라.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수신증 : 신우와 신배의 확장이 신실질의 위축과 함께 일어나며 그 부위에는 요

가 채워지는 병변이며 대부분은 요로의 폐쇄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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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마.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폐결핵으로부터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침입해서 발병되는 질환임.  최

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신결핵 : 폐결핵으로부터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침입해서 신장에 결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한쪽만 침식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인 경우도 있음.

- 증상 : 처음에는 통증은 별로 없어 소변의 탁함이나 혈뇨로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방광까지 결핵이 침투하여 소변이 잦고, 소변을 눌 때 아프거나 잔뇨감

이 생기거나 다른 균으로 일어나는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남. 신장결핵의 말

기에는 신장부에 통증이 있고, 열이 남. 방광이 많이 침해 당하면 위축방광을 일

으켜 빈뇨가 심해지고 15분이나 30분 밖에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됨.

- 치료법 : 최근에는 우선 약물요법(스트렙토마이신, 파스, 히드라지드, 카나마이신, 

설파제 등)을 활용함. 약물요법만으로는 치유될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

는데, 이 경우도 될 수 있는 대로 침해된 부분만을 적출하고 신장은 남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 적출함. 요관에 협착이 일어나는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생식기결핵 : 통증 등의 증상이 약하고 9개월간 약을 복용하고 저항력을 기르면 

완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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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농뇨, 혈뇨, 빈뇨, 배뇨장애, 옆구리 통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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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바”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바.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고도의 요도협착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바. 고도의 요도협착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요도협착 : 요도가 좁아지는 질환임. 

- 증상 : 요도의 염증이 반복되거나 요도를 다쳐 염증 부위에 굳은 살이 자라고 흉

터로 요도 안이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남. 

- 치료법 : 요도협착인 경우 주기적으로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경우와 중증인 경우 

회음부 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적인 병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

제이고 요도협착으로 인해 안전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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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사”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사.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

석 및 요관결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신장요로 결석 : 요로계에 이물질로 작용하여 요로 감염을 일으키고 요로폐쇄를 

초래하여 수신증을 일으키며 급성 측복부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임. 최근 

체외 충격파 쇄석술의 개발, 요관경의 발달 등의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요로

결석증의 치료방법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음. 

- 증상 : 요석의 위치 요관의 폐색의정도, 요로 감염여부, 좌우측 등에 따라서 다양

한 증상을 나타내며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혈뇨, 위장관 자극증상, 방광 자극 

증상 등이 있음. 

- 치료법 : 대기요법, 내과적치료(식이요법), 약물요법(이뇨제  thiazide는 고칼슘뇨

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부갑상선호르몬의 효과를 증대시켜 칼슘 재흡수를 증

가시킴. 통풍치료제인 allopurinol은 크산틴산화제를 억제하여 요산의 생성을 억

제 함) 이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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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중, “아”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불합격기준(아.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ㆍ정기검사 : 삭제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삭제

 조문 해설

- 신증후군 : 면역체계나 대사성 이상 등으로 콩팥 안의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겨 

많은 단백질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면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질병임.

- 증상 : 심한 단백뇨와 그로 인한 부종을 일으키는 증후군을 말하며 저알부민혈

증, 안면, 팔, 다리, 손의 부종등의 증상이 나타남. 

- 치료법 :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요법, 면역억제제 요법 등이 동원되며 합

병을 막기 위한 항생제 요법이 응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

운 질환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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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내분비계통” 중, “가~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9. 내분기계통 불합격기준(가. 나. 다. 라. 마. 

항) 수정

 가. 최초‧특별검사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정기검사 : 삭제

 나. 최초‧특별검사 :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정기검사 : 삭제

 다. 최초‧특별검사 : 애디슨씨병

    정기검사 : 삭제

 라. 최초‧특별검사 :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정기검사 : 삭제

 마. 최초‧특별검사 :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비질환, 대사질환(통풍 등)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 내분비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가～라”항은 삭제하고 당뇨병 등은 업

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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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질환 : 갑상선은 우리 몸의 내분비기관 중 하나로 인체 내 대사 및 발육 

촉진 작용이 있어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울 뿐 아니라 각 기관의 기능을 조

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갑상선질환은 갑상선 자체에서 갑상선 호르몬

을 과다 분비하여 말초조직의 갑상선 호르몬에 과잉 노출되어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감소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총칭하는 갑상

선 기능 저하증으로 크게 나눔.

- 말단비대증 : 손과 발이 굵어지고 앞이마와 턱이 튀어나오면서 얼굴 모양이 서서

히 변화하지만 병인데, 성장이 모두 이루어진 성인 중에서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

비되지만 키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말단부위만이 굵어지는 증상임. 

- 에디슨병 : 부신피질이 결핵이나 암 또는 원인불명의 이유로 양쪽 다 침해당 하

여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여 일어나는 병.

-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병. 1932년 

미국의 H.쿠싱이 발견하였음.  부신피질에 악성 또는 양성의 종양이 생기거나 부

신피질 그 자체가 과다하게 증식하는 경우에 나타남. 비교적 드문 증상으로, 10

∼20대에 많고 여자에게 많음.

- 당뇨병 : 내분비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인슐린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대사상의 질병. 당뇨병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만성 

퇴행성 질병으로 선진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우리 나라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임. 췌장의 인슐린분비가 감소하여 생기거나(제1형 당뇨병), 인체 각조직이 인

슐린에 반응하기 않아 생긴다(인슐린저항성, 제2형당뇨병). 인체의 에너지가 되는 

당을 이용하지 못해 우리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합병증이 생기고 생명을 위

협함.

- 해외사례 : 당뇨(캐나다,호주,벨기에,핀란드,프랑스,룩셈부르크,스웨덴,폴란드)

 참고자료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호주)

- ATKINS보고서 2002.11.28(벨기에,핀란드,프랑스,룩셈부르크,스웨덴,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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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혈우병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우병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가. 혈우병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혈우병 : 선천성, 유전성으로 혈액응고인자의 결핍에 의한 질환을 말한다. 선천적

으로 출혈하기 쉬운 체질로서, 자발적 또는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쉽게 출혈하

며,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때로는 사망하는 수도 있음. 종류는

  혈우병 A형: 혈액응고 8인자가 부족한 경우 

  혈우병 B형: 혈액응고 9인자가 부족한 경우

  혈우병 C형: 혈액응고 11인자가 부족한 경우 

  이 중 대부분의 혈우병 증상은 A형과 B형으로, 혈우병 B형은 크리스마스 병으로 

부르기도 함. 

- 증상 : 전신적인 출혈경향을 일으킴. 

- 치료법 : 부족한 응고인자의 보충요법인 혈장수혈을 시행함. 혈우병환자는 외상

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가벼운 외상에는 탄력붕대를 감아주거나 냉찜질

을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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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혈소판 수를 감소시키는 특별한 병 없는데도 일어나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으로, 급성ITP와 만성ITP가 있음. 이 질환은 말 그대로 원

인을 알 수 없는 혈소판 감소로 몸에 반점이 생기는 질환을 말함. 그 빈도는 알 

수 없으나 대단히 흔하며 중증이 아닌 경우는 진단되지 않고 평생을 지내기도 

함. 

- 증상 : 피부나 점막에 자반이 생기고, 코, 잇몸, 요로 따위에서 출혈하기 쉬워짐. 

여성에서는 성기 출혈이나 월경과다 등도 일어남. 심해지면 위, 장 등의 소화관

으로부터의 출혈, 두개골내출혈 등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하게 됨. 심한 빈혈, 발

열, 림프절의 종대, 비장의 종대 같은 증세를 수반하는 일은 없음. 급성 혈소판감

소성자반병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이 자연 회복됨. 

- 치료법 : 혈소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약제(아스피린 등)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혈소판 수가 1 세제곱 밀리미터당 10000 이하이고 출혈이 계속하면 부신피

질 호르몬제를 약 2∼3주간 복용하며 그 후에는 용량을 점차로 감량하여 투약을 

중지함. 일반적으로 혈소판 수의 감소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비장적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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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됨. 만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환자의 약 50∼75%만이 비장적출수술로서 

효과가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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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중증으로는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하도록 함.

 조문 해설 

- 재생불량성 빈혈 : 어떤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혈액세포의 조상세포가 손상되어 

골수에서 성숙된 혈구가 생산되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적혈구계, 골수구계(특히 

중성구), 거핵세포계가 여러 정도로 감소함으로써 빈혈·세균감염증·출혈이 쉽게 

일어남.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몇 가지 질병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골수 이식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60 

~ 90%의 완치율). 골수 이식을 할 수 없으면 면역요법을 하는데 약 40 ~ 60%

의 치료율을 보이며 그 밖에도 단백합성 호르몬제(androgen 등)와 리치움 등의 

여러 가지 약제를 쓰는데 반응률은 아주 낮음.

- 증상 : 보통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지만 때로 갑자기 나타날 수

도 있음. 세 가지 특징은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고 출혈은 혈소판

의 부족으로 기인하는데 가장 흔한 소견임. 점상 출혈, 반상 출혈, 자반 및 잦은 

코피 등이고, 여성에서는 월경과다가 나타나기도 함. 적혈구 감소에 의해 빈혈 

증상인 안면 창백, 피로,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고 과립구 특히 절대 중성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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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감염에 의한 발열, 구강점막의 궤양 등이 있음. 환자의 평균 연령은 25세 

전후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잘 생긴다고 할 수 있으며, 간장이나 비장

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림프절이 커지지도 않음. 

- 치료법 : 치료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골수이식과 면역억제제

로 치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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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라.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용혈성 빈혈 : 적혈구가 쉽게 파괴되어 생기는 빈혈.

- 용혈성 황달 : 체내에서 적혈구가 대량으로 파괴되어 일어나는 황달로서 헤모글

로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빌리루빈이 과잉 형성되어 나타나며, 유전적인 것 

외에 원충, 세균, 바이러스 따위의 감염에 의해 나타남.

- 증상: 허약, 식욕감퇴, 현기, 오심, 구토 등 빈혈의 일반 증상과 함께 헤모글로빈

의 방출에 의한 황달, 색소성 담석, 비장비대 등이 발생하고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다.

- 치료법: 적혈구 모양의 이상으로 인해 비장에서 용혈이 일어날 경우 비장적출술

을 시행하며 항체형성에 의한 면역성 용혈성 빈혈은 steroid를 사용한다. 효소장

애나 약물등이 원인일 경우 원인 약물을 피하고 대증요법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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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마.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진성적혈구 과다증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과다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적혈구 증가증 : 혈액 속의 적혈구가 정상치를 넘어 증가하는 병.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골수의 적혈구 생성조직이 무제한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만성적혈병이라

고도 부름. 

- 증상: 보통 청색증, 눈의 공막과 점막의 출혈 등을 나타냄.

- 치료법: 치료로는 정맥절개술과 항증식화학요법(일종의 항암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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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혈액 또는 조혈계통” 중, “바”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불합격기준(바.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백혈병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혈병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바. 백혈병

 규정 취지

- 최초검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조문 해설 

- 백혈병 : 백혈구가 종양성으로 증식하여 병적인 유약백혈구가 혈액 속에 유출하

는 질환임.

- 증상: 적혈구조절약재의 요구량이 증가하고, 지속적 인 비장의 증대, 체중감소, 

골관절통,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발열(일명 불명열)이 있으며 드물게 전신의 임

파선이 커지거나 클로로마라고 하는 벽혈병 종괴가 신체 어느 곳에나 나타남.

- 치료법: 항암화학제, 인터페론, 골수이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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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ㆍ정기검사 :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현행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규정 취지

-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이상으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면 철도안전 업

무 수행 곤란

 조문 해설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신경계통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이상으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면 정상적인 업

무의 수행이 불가함.

- 해외사례 : 신경계 검사(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캐나다, 호주)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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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

ㆍ정기검사 :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규정 취지

-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은 침범하는 중추신경계의 부위에 따라 운동마비, 언어장

애, 의식장애, 사고장애, 감각이상, 중심시야 장애, 시각감퇴, 색감의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위나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

으로 개정

 조문 해설 

- 뇌막염(Meningitis)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수막)에 발생한 염증. 뇌염

(encephalitis)은 뇌막염과 달리 뇌 실질을 침범함으로써 발열, 두통과 함께 의식

장애와 경련(간질 발작), 기타 국소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질환임.

- 증상: 고열, 심한두통, 뇌압 상승으로 구역/구토 증세, 수막자극 증후( 목을 앞으

로 굽힐 때 목에 강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잘 굽혀지지 않으면서 환자는 

뒷목에 뻣뻣함을 느끼는 현상)

- 치료법: 

바이러스성 뇌막염 : 증상에 대한 치료( 심한 두통에 대한 치료, 고열에 대한 치료, 

뇌압 상승에 대한 치료, 기타 수액요법)

세균성 뇌막염 : 뇌척수액 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 균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 

합병증으로 때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결핵성 뇌막염 : 장기적( 18개월~ 24개월) 약물치료, 합병증이 생겼을 때 수술적인 

치료 필요   단순포진 바이러스 뇌염 :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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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ㆍ정기검사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현행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규정 취지

- 말초신경질환은 운동마비, 감각장애, 자율신경기능장애, 진행성근위축증, 소아마

비,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중증근무력증, 근무력증후군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

로 현행 존치.

 조문 해설 

- 공무원과 같거나 강화된 기준을 제시함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신경계통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말초신경계 : 동물의 신경계 일부로서 중추신경계와 함께 동물의 행동을 제어한

다.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여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또한 중추신경계에서 오는 

반응을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계는 크게 운동신경계, 감각신경

계, 자율신경계로 분류됨.

- 증상: 손의 주먹을 잘 쥘 수가 없고 손의 근육이 마르고, 약지와 새끼손가락과 

그 아래 손바닥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짐. 발목을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증상 

발생. 양 손이나 양 발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고 감각이 떨

어지는 증상이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는 부위에 나타남. 심해지면 위에서 말한 

증상이 점점 몸의 위쪽으로 퍼져 올라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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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라.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

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ㆍ정기검사 :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

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

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상하지의 편측에 운동장애, 반신 운동마비,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을 일

으켜 철도안전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전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유지함.

 조문 해설 

- 뇌순환 : 뇌 안에서 혈액이 순환하는 것을 말함.

- 증상: 상하지의 편측에 운동장애, 반신 운동마비, 언어장애

- 치료법: 약물치료, 초음파 치료, 자석 치료 등 

- 해외사례 : 호주, 프랑스, 캐나다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프랑스)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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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마.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ㆍ정기검사 :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반신마비, 시야협착, 시야결손, 언어장애, 복시(사물이 이중으로 보이

는)현상, 호르몬 분비 이상, 지속적인 두통, 구역질, 구토, 경련, 실신 등의 증상

을 일으켜, 철도안전업무 수행 곤란

 조문 해설 

- 뇌종양 : 뇌 속에 생긴 암, 악성이 되기도 하고 양성이 되기도 함.

- 척수종양 : 척수라든가 척수에서 나온 신경(신경근) 척수를 에워싸고 있는 경막

(수막), 척추에 생긴 종양

- 뇌기능 장애 : 뇌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전신을 지배하는 뇌의 기능이 장애를 받

게 되는 것을 말함.

- 증상 : 반신마비, 시야협착, 시야결손, 언어장해, 복시(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현

상, 호르몬 분비 이상, 지속적인 두통, 구역질, 구토, 경련, 실신

- 치료법 : 감마나이프요법, 방사선조사요법, 항암제 사용 등의 화학요법, 외과요법

을 통한 환부 전부 적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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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바”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바.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ㆍ정기검사 :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현행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복시현상, 눈꺼풀이 처지는 증세, 호흡이 힘들 정도의 횡경막 근육의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전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조문 해설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신경계통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중증 근무력증 : 근육이 쉽게 피로하여지고 탈력(脫力) 상태에 빠지는 증상. 탈력

은 주로 얼굴에서 시작하여 온몸에 나타난다. 휴식으로 증상은 회복되지만 호흡 

곤란을 초래하는 수도 있다.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근육부위의 수용체에 

부착되어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병임.

- 신경근 접합부 :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

데 신경근접합부는 대뇌로 부터 이어지던 신경이 근육과 연결되는 말단부위임.

- 증상: 복시현상, 눈꺼풀이 처지는 증세, 호흡이 힘들 정도의 횡경막 근육의 마비

가 올 수 있다. 

- 치료법: 흉선 제거수술,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재 사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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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사”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1. 신경계통 불합격기준(사.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ㆍ정기검사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현행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신경계통 :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근육마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전업무 수행을 곤란하

게 함

 조문 해설

- 만성 질환 : 보통 6개월 혹은 l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급성질환과 대응함.

- 근육 질환 : 근육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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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신경계통” 중, “추가항목”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신경계통 불합격기준 신설

 ㆍ최초‧특별검사 :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

   (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

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

증)

 규정 취지

- 근육이 마르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며 어지러움증, 운동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사고장애, 시각장애 등을 일이 킬 수 있으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퇴행성질환(알츠하이머병, 파킨스병, 로이소체치매, 

픽병 등)과 혈관성 치매(뇌경색, 뇌출혈, 뇌졸중)가 있음.

- 따라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설 필요

- 정기검사에서는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40대 치매환자는 2007년 1,242명에 달함.

 조문 해설 

- 무도병 : 신경병의 한 가지. 얼굴ㆍ손ㆍ발ㆍ혀 등의 몸 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저절로 심하게 움직여져서 늘 불안한 상태에 빠짐. 

- 근위축성 측색경화증(루게릭병) :  근위축증의 일종으로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 

- 보행실조증 : 근육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력은 하여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임.

-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뇌와 척수에 걸쳐서 작은 탈수(脫髓) 변화

가 되풀이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질환. 

- 증상: 팔다리와 얼굴 주위의 근육이 마르고 힘이 없어짐, 팔다리를 움직일 때 뻣

뻣해짐, 어지러움증, 운동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사고장애, 시각장애 등을 일

이킬 수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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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사지”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2. 사지 불합격기준(가.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ㆍ정기검사 :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2. 사지 :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규정 취지

- 이 항목은 철도차량 등의 조작이 및 필기능력이 없으므로 철도안전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음.

 조문 해설 

- 악력 :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을 말함. 체력측정 때 근력의 지표로서 배근력(背筋

力) 등과 함께 중요 항목 임.

- 증상: 글을 쓸 수 없거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 치료법: 정신치료, 약물치료 및 재활훈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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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사지”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2. 사지 불합격기준(나.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ㆍ정기검사 :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2. 사지 :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규정 취지

- 신체기능(공간이동, 조작)에 영향을 주어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므로 철도 안전업무 수행 곤란

 조문 해설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사지에 관한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기형: 생물의 형태적 특징이나 구조의 차이와 변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비정상

으로 된 모양. 호르몬 이상, 바이러스등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 치료법: 재활훈련 등의 후천적 노력으로 개선가능하나 완치는 어려움.

- 해외사례 : 뼈(헝가리), 근육과 뼈(호주,캐나다)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헝가리)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호주,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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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사지”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2. 사지 불합격기준(다.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

한다)

  ㆍ정기검사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2. 사지 :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

다)

 규정 취지

- 운전 등 철도안전 업무수행이 불가능함.

 조문 해설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사지에 관한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운전 업무가 불가능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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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귀”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3. 귀 불합격기준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자.

 ㆍ정기검사 :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자.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 귀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규정 취지

-철도 선진국에서도 여러 주파수대에서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내 청력장

애평가에 사용하는 검사방법으로 구체화

-현재 주파수대별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신체검사 지정병원들마다 적용 주

파수가 다르므로 검사자와 피검사자간 갈등발생 등 문제점 발생

 조문 해설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여러 주파수대에서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정이 필요하나, 청력검사방법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청력을 검사할 때는 여러 주파수대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게 되며, 여러 주파수

대의 청력역치를 통합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됨. 일반적으로 

회화영역인 500Hz, 1000Hz, 2000Hz의 기도청력역치의 산술평균을 이용하는 방

법이 청력손실로 인한 장애평가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므로 판정기준에 이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순음청력검사 : 선별 주파수에서 순음을 신호 자극음으로 제공하는 검사

- 기도 : 음이 공기를 통하여 외이도를 거쳐 내이에 전달되는 과정

- 청력역치 : 신호 자극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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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산업보건위생지침 -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 데시벨 :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소리의 세기의 비를 상용로그 

취해준 값에 10을 곱한 값

-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dB, 일상 대화는 약 60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dB에 근접함. 120~140dB 정도의 소리는 사람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이며 80dB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으면 청각장애가 올 

수도 있음.

- 호주 :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두 귀의 평균 순음 청력이 500, 1000, 2000Hz

에서 40dB 이상 

 (보청기 불허 이유: ① 보청기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잡음을 제거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고음, 신호음, 기차의 경적을 듣는 능력을 감

소시킴. ② 현대의 보청기는 언어를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방향성 마이크를 가질 

수 있는 데 이는 뒤에 위치한 스피커나 뒤로부터의 경적을 듣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 ③ 보청기는 갑자기 동작하지 않을 수 도 있음.  따라서 보청기는 일반

적으로 철도 안전 작업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됨.)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웨

덴,스위스,폴란드,헝가리)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 Aptitudes visuelles pour les employes de la SNCF 2003.8.23(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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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눈”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4. 눈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 자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3이상인 자는 제외)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ㆍ정기검사 :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 자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3이상인 자는 제외)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

이 1.0 이상이고 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규정 취지

- 교정을 하지 않은 나안의 기준이 없어 지정병원등에서의 혼란으로 나안의 불합격

기준을 신설

- 철도안전업무에 가장 중요한 시력의 기준을 명확히 함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ATKINS보고서 2002.11.28(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

란드,폴란드,헝가리,스웨덴)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Aptitudes visuelles pour les employes de la SNCF 2003.8.23(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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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눈”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4. 눈 불합격기준(나.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ㆍ정기검사 :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눈 :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시야의 좌우, 상하의 범위가 좁아지는 증상을 일으켜, 철도안전업무 

수행 곤란

 조문 해설 

- 시야 협착 : 시표의 크기, 색에 관계없이 시야 결손이 있는 곳, 즉 맹이 나타나는 

상태임.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아무리 큰 시표를 사용하더라도 결손 부위

는 보이지 않으므로 시표를 달리하는 몇 개의 아이솝터로 반복 검사해야만 확실

함.

- 해외사례 : 시야협착(캐나다, 호주, 헝가리)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ATKINS보고서 2002.11.28(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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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눈”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4. 눈 불합격기준(다.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ㆍ정기검사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눈 :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규정 취지

- 시력 기능장애는 철도안전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항목으로 현행 유지

 조문 해설 

- 기질성 : 신체적인 원인을 말함.

- 해외사례 : 안구질환(캐나다, 프랑스, 호주)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ATKINS보고서 2002.11.28(프랑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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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눈”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4. 눈 불합격기준(라.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ㆍ정기검사 :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눈 :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한 곳을 주시하기 힘들고 대부분 시력저하를 일으켜, 철도안전업무 수

행을 곤란하게 하므로 현행 유지

 조문 해설 

- 안구진탕 :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율동적인 안구 운동으로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상하의 경우도 있는데, 시력은 나쁜 경우가 많음.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리적인 안구진탕이라고 함. 안구, 

신경, 뇌 등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병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해외사례 : 안구진탕(호주)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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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눈”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4. 눈 불합격기준(마.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ㆍ정기검사 :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눈 : 마.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규정 취지

- 색각 이상은 색의 지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증상으로 철도안전업무에 

필수적인 사항임

 조문 해설 

- 색맹 : 색채를 식별하는 감각이 불완전하여 빛깔을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빛깔로 

잘못 보는 상태. 또는 그런 증상의 사람을 의미함. 선천적 소질의 결함으로 명암

만을 분간하는 전색맹과 일정한 빛깔만을 식별하지 못하는 부분 색맹이 있는데, 

부분 색맹에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록 색맹과 청색과 황색을 혼

동하는 청황 색맹이 있음.

- 철도안전업무종사자는 극한상황(빠른속도, 주변환경, 날씨변화 등)에서 신호 및 

계기류를 확인하여 열차의 이동을 통제해야 하므로 색각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

건이 요구됨. 또한 색상구분 능력부족으로 사고 발생(1996년 미국 뉴저지 열차 

충돌사고. 당뇨로 인한 색상 구분 결함)한 것을 고려하면 직무와 색상구분 능력

은 필수적 항목이므로 현행 유지가 요구됨.

- 해외사례 : 색각(영국,벨기에,덴마크,핀란드,독일,스페인,스웨덴,헝가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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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ATKINS보고서 2002.11.28(벨기에,덴마크,핀란드,독일,스페인,스웨덴,헝가리)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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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정신계통” 중, “가”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5. 정신계통 불합격기준(가.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5.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규정 취지

 정신지체자는 지적능력이 불완전하여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

무수행 지장여부를 의사가 판단토록 규정

 조문 해설 

- 정신지체의 내용에 ‘지능결함’이 포함되므로 중복하여 언급할 필요 없음.

- 정신지체 : 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

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곤란함.(김기상, 안경을 사

용한 시력교정이 정신지체인 행동에 미치는 변화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

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해외사례 : 정신(mental)지체(호주,캐나다,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페인,노르웨이,

헝가리)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ATKINS보고서 2002.11.28(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페인,노르웨이,헝가리)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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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정신계통” 중, “나”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5. 정신계통 불합격기준(나.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ㆍ정기검사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5. 정신계통 :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규정 취지

- 이 질환은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도안전업무 수행이 곤란함.

 조문 해설 

- 성격장애 : 삶의 전략이 왜곡된 상태로 특정 성격으로 인해 사회, 직업적으로 장

애가 생김.(이유선, 기질과 성격장애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행동장애 :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규

범을 어기는 행동이 나타나는 장애.(두산백과사전)

-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킴.(최태규, 한국인의 주의

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SNAP-25 유전자 다형성의 연관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해외사례 : 행동장애(호주,캐나다)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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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정신계통” 중, “다”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5. 정신계통 불합격기준(다.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ㆍ정기검사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5. 정신계통 :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규정 취지

- 정신장애자는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그 능력이 미

약한 자로서 철도안전업무 수행 곤란.

 조문 해설 

- 철도의 안전업무는 시스템과 센서 사이의 알맞은 조화에 의지하는 복잡한 정신운

동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각성, 인식, 학습, 기억, 주의, 집중력, 청각 및 시각 기

능, 개인적 의사결정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정신장애는 이와 같은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함. 연구결과

에 따라 현행유지

- 정신장애 :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정신질환

과 정신지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신질환은 정신병과 신경증을 포괄한 

개념임.(전홍숙, 정신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

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해외사례 : 정신(psychiatric)장애(영국,호주,캐나다,벨기에,핀란드)

 참고자료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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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2004.6.(호주)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영국) 

- ATKINS보고서 2002.11.28(벨기에,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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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정신계통” 중, “라”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5. 정신계통 불합격기준(라. 항) 유지

   ㆍ최초‧특별검사 :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ㆍ정기검사 :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5. 정신계통 :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규정 취지

- 약물중독은 신체적 변화는 물론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돌발행동을 일

으키게 되므로 안전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 따라서 철도안전업무와 밀접한 관

계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

 조문 해설 

-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정신계통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약물중독은 외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 변화는 물론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변화

시킴. 

- 마약중독은 정신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일반인의 5배 이상임.

- 알콜 중독 : 음주에 편향된 특징을 가진 질환으로서 음주가 시작되면 대부분 중

독 상태가 되어야 끝나며 만성적, 진행적으로 재발되는 특징을 가지면 또한 지속

적이고 과다한 음주 때문에 전형적인 신체장애, 직업장애, 사회적 부적응 등이 

수반됨.

- 해외사례 : 약물(미국,영국,호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프랑스)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미국,영국,호주,캐나다,) 



해설서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규격 (안)

- 504 -

- 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KINS보고서 2002.11.28(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프랑스)

- Aptitudes visuelles pour les employes de la SNCF 2003.8.23(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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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정신계통” 중, “마”항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5. 정신계통 불합격기준(마. 항) 수정

   ㆍ최초‧특별검사 : 간질

   ㆍ정기검사 : 간질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5. 정신계통 : 마. 간질환자 

 규정 취지

- 간염 또는 간경변 등의 간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간질’로 개정

- 발작시 혈압 상승,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되고, 발작 후에 두통, 근육통, 구역질, 피

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킴

 조문 해설

- 간질 : 뇌의 과잉방전으로 일어나는 발작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능성 질환

- 간질의 증상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철도차량 운행중 증상 

발생시 중대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 해외사례 : 간질(호주,캐나다,벨기에,덴마크,프랑스,룩셈부르크), 발작(영국,호주,캐

나다)

 참고자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별표0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참조

- Medical Standards for Railroad   Workers 2005.1(영국,호주,캐나다,) 

- CANADIAN RAILWAY MEDICAL RULES HANDBOOK 2007.5(캐나다)

- NATIONAL STANDARD FOR HEALTH ASSESSMENT OF RAIL SAFETY 

WORKERS 2004.6.(호주)

- ATKINS보고서 2002.11.28(벨기에,덴마크,프랑스,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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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신체검사 합격기준

제4조 (신체검사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정신계통” 중, “추가항목”에 관한 해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정신계통 불합격기준 신설

   ㆍ최초‧특별검사 : 수면 장애(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이상증 등) 또는 공황장애

   ㆍ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 장애(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이상증 등) 또는 공황장애

 규정 취지

- 철도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항목들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조문 해설 

-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 과다주간수면과 수면시간 동안 반복되는 상기도의 폐쇄

로 인해 야간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흔한 질환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킴.

- 수면발작 : 기면증이라고도 하며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잠에 빠져

들게 됨. 치료는 행동 수정 요법, 교육, 투약 등의 방법이 있음.

- 몽유병 : 수면보행증이라고도 하며 수면장애의 일부로서 완치율이 높은 질병 중 

하나임.

- 수면이상증 : 수면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서 악몽장애, 수면중 

보행 장애가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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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체검사의 신청

제5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항 규정에 의한 신

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신설  □ 삭제   ☑ 현행 수정/보완 후 인용  □ 현행 인용

 - 현행 시행지침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수정/보완

 현행

지침 제4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

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 현재의 문진표에는 신체검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수면장애와 공황

장애에 대한 기왕력을 표시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항목을 추가시킴.

 조문 해설 

- 수면다원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진단이 불가능하고 검사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

는 한계점이 있으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철도신체검사 문진표로 대

체하여 시행하고, 일부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면장애 진단센터로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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