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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way accidents/incidents occur because of many reasons. Human error by the railway staff or personnel 
takes a major part of those reasons. In order to reduce and prevent railway accidents/incidents,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remove root causes induced in human error. A systematic study for 
analysing causes of human errors and for developing an effective management is necessary. Detailed analysis 
of the railway traffic signaller's tasks should be preferentially perform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ults of analysis for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ailway traffic signaller's tas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ilway traffic signaller's tasks can be decomposed into 24 tasks in total, and also 
be divided into the general task and the emergency task. The railway traffic signaller's tasks are 
characterized to require continual confirmation and observation activities, and sometimes immediate decision 
and action. 
------------------------------------------------------------------------------------

1.  서  론

  철도 교통수단의 특성상 1회 사고시에도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철도 사고/사건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일반철도 열차사고중 61%[1], 철도사고의 38%[2] ∼ 69.5%[3] 정도가 인

적오류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통계 결과가 증명하듯이 여러 원인중 상당 부분은 업무 수행자의 인적오

류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오류를 국내 철도산업에서는‘취급부주의’라는 이름하에 사고/사건

의 원인[4]으로 결론 맺고 있다. 그러나 인적오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5]이다. 철도 사고/사건의 발

생을 감소시키고 인적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오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오류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적오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의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한다.

  철도 안전과 운행에 관계된 여러 직무분야중 직접적인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는 기관사, 열차운용원, 

관제사라 할 수 있다. 특히, 관제사의 인적오류가 개입되어 발생된 사고/사건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

지[6]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사의 인적오류에 의해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

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7]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안전업무종사

자의 인적오류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8]에 있으며 그 기술적 기반으

로써 기관사(KTX 기장)에 대한 직무 및 직무부하 분석[9]은 이미 완료되었고 열차운용원에 대한 분석 

결과[10]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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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안전업무종사자중 아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제사를 대상으로 하여 관제 직무의  

유형과 특성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철도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의 운행을 감시･제어･통제하고 비

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관제사가 수행하는 여

러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직무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2.  관제사 직무분석

  국내 각각의 도시철도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은 한 도시안에서 또는 두 도시사이의 근거리에 국한하

여 철도차량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소유 노선이 국내 전역에 

걸쳐 있기에 관제범위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전동차(지하철) 관

제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철도 운영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고속열차,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통근

열차), 화물열차 등에 대해서도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종류의 철도차량을 

관제하고 있는 철도종합관제센터의 관제사를 대상으로 관제 직무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표 1 관제사 직무분석 결과 및 설명

No. 직무 설명

정

상

직

무

1 교행변경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지연 또는 임시열차 운전 등으로 당초 예정했던 

교행 정거장을 변경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행하는 직무

2 대피 및 대피변경
열차가 지연 또는 사고 기타로 열차운행표에 의한 당초 예정한 대피정

거장을 변경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행하는 직무

3 운전순서 변경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

할 시 수행하는 직무

4 가속/감속 운전 열차의 상호 경합 예상시 가속/감속 운전을 지시하는 직무

5 화물(장비/시운전/회송)열차, 단
행기관차 착발

화물(장비/시운전/회송)열차, 단행기관차의 착발은 여객열차와 같이 정

해진 시각에 정확히 착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열차 및 

단행기관차에 대해 수행하는 직무

6 타절 및 특발

열차사고/선로장애/작업 등으로 인해 운행중인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

키고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

킬 때 수행하는 직무

7 착발선 변경
정거장내로 진입하는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 변경에 관련하여 수행

하는 직무

8 입출고 및 시발열차 입고, 출고 및 시발하는 열차에 대해 수행하는 직무

9 편성변경
차량 이상등의 사유로 계획되어 있는 열차(기관차)의 운행을 변경하는 

경우 수행하는 직무

10 선로지장작업

시설물 설치․개량․보수와 점검을 위하여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을 중지하

거나 운행을 제한하고 시행하는 작업(시설물개량작업, 선로차단작업, 
상례작업)시 수행하는 직무

11 귀빈열차 운용

귀빈(국무총리, 외국국가원수,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귀빈대우를 

하는 경우)이 승차하기 위하여 특별히 운행하는 열차의 운용시 수행하

는 직무

12 열차다이어 기록(열차보고) 열차다이어에 열차 조･지연 시분 등을 기록하고 본사에 열차보고 수행

하는 직무

13 스케줄 입력
운전시각표에 따라 사전에 열차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열차의 스케줄 

입력시 수행하는 직무

14 열차다이어 수정 및 출력 열차다이어를 수정 및 출력시 수행하는 직무

15 인계인수
현재 관제사는 3조2교대 근무, 매일 09시/19시에 근무 교대시 수행하

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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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제사 하위직무 예

직무 10  선로지장작업

① KROIS에서 차단공사 운전명령 확인

② ｢선로사용중지 공사기록부｣ 작성

③ 작업구간의 정확한 확인 (km 및 지장지점(몇호 선로전환기와 어디사이 등))
④ 해당역에 직통전화로 선로지장작업 여부 확인 및 E-mail 또는 Fax로 ｢작업시행점검표｣ 수령

⑤ 열차다이어 및 KROIS를 확인하여 열차운행이 적은 시간을 선택

⑥ 전기관제사와 선로지장작업 협의 및 ｢급단전협의 기록부｣ 작성

⑦ 열차운용원에게 직통전화로 차단 열차번호 및 차단공사 시행시 주의사항 등을 통보

⑧ 차단작업에 따른 인접선 운행열차 및 폐색방식 변경에 관한 협의

⑨ 차단열차 입출고와 차단공사후의 차단열차 처리문제 재차확인

⑩ 열차운용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역 제어모드를 Local로 변경

⑪ 관제업무 승인사항 기록부 작성 및 승인번호를 해당역 열차운용원에게 통고/안전작업 지시

⑫ 작업시작과 동시에 선로지장작업 구간에 대해 L/S화면에 선로지장작업표 부착

⑬ 해당역으로부터 직통전화를 통해 선로지장작업 시작 보고 받음

⑭ 작업 중 열차운행 상황 감시

⑮ 해당역 열차운용원으로부터 반대선에 통과열차 여부를 통보받으며 상용폐색승인번호(｢관제업무 승인사항 기

록부｣ 작성)를 직통전화로 통고

⑯ 해당역으로부터 직통전화를 통해 작업완료 보고 및 제어모드 전환 요청 받고 제어모드를 변경후 ｢관제업무 

승인사항 기록부｣에 종료시간 기록

  직무분석 방법은 관찰법과 계층적 직무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사가 수

행하는 여러 업무활동에 대해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다시 관제사의 검토를 거쳐 수정

하였으며 몇몇 비상상황시 수행하는 직무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상황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

는 관제사와의 면담 및 검토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총 24개의 직무로 분석되었다. 

24개 직무 각각의 하부직무(세부절차)도 정리하였으며 하부직무의 한 예로서 ‘직무 10 선로지장작

16 KROIS 및 IRIS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철도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직무

17 민원 전화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

비

상

직

무

18 사상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열차사고, 건널

목사고와 동반한 것을 제외)로서 여객사상사고(여객이 열차를 이용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공중사상사고(일반 공중이 열차 또는 철도차

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직무사상사고(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

생시 수행하는 직무

19 건널목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

량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을 포함)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직무

20 차량고장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전에 영향이 있을 때 수행하는 직무

21 선로장애
선로시설의 결함(고장, 파손, 변형)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

차운행에 지장을 주었을 때 수행하는 직무

22 신호장애
신호보안장치의 결함(고장․파손․변형) 등으로 인하여 열차운전에 지장

을 주었을 때 수행하는 직무

23 차량탈선 철도차량이 탈선하였을 때 수행하는 직무

24 급전장애

전기설비의 결함(고장․파손․변형),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인

한 급전지장(정전 또는 전압강하)이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었을 때 

수행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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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서 표 2에 나타내었다. 

  24개 직무는 1번~17번 직무까지는 정상직무로, 18번~24번 직무까지는 비상직무로 분류할 수 있다. 

정상직무중 12번~17번 직무는 행정업무와 관련이 있으며‘13번 스케줄입력’및‘14번 열차다이어 수정 

및 출력’은 어느 한 관제사(주관제사)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12번 열차다이어 기록(열차보

고)’은 모든 직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수행하는 직무이며 열차보고 직무는 현재 임시적인 직무로

서 본사 종합관제실에 KTX의 지연시분을 철도전화로 보고한다. 관제사는 KROIS(철도운영정보시스템), 

IRIS(철도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매우 많은 정보를 조회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KROIS를 이용하

여 열차 운행상황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는 모든 정상･비정상 직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각 역

의 열차운용원은 KROIS를 통해 열차의 해당 역 통과시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열차 조･지연 시분이 기

록되게 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제사는 여러 열차의 경합여부를 경험에 의해 예측･판단하여 열

차 운행정리에 이용한다. 운전보안장치 이상이 있는 차량에 대한 특인지시사항을 관제사가 KROIS로 작

성하면 전국의 모든 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비상직무는 사고 및 운행장애중 발생건수

[11]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였다. 사고에 대해서는 사상사고, 건널목사고시 관제사가 수행하는 직무

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운행장애에 대해서는 차량고장, 선로장애, 신호장애, 차량탈선, 급전장애 발생

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도 파악하였다.

3.  관제사 직무 특성

  관제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직접 관찰하고 관제사와 면담을 하면서 관제 직무의 성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아래에는 이러한 관제 직무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첫째, 관제직무는 정신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항상 KROIS를 통해 해당 열차의 조･지연 시분을 검색

하여 열차 다이어에 기록한다. 화물열차 착발 취급시에는 화물열차의 무게에 따라 운행선구를 결정하

며 여객열차의 지장이 없도록 출발 시간도 결정한다. 상급열차와 하급열차가 서로 경합이 예상될 때에

는 두 열차의 경합지점까지의 예상 운행시간을 계산(단선구간에서는 TG를 사용)하여 가속/감속 운전을 

지시한다. 운전순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후 여러 열차의 운행시간을 예측한다. 열차번호에 따라 

시･종착역과 행선지를 기억한다.

  둘째, 관제직무는 시간적 압박 또는 동시에 여러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

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운행장애[4]로 산입된다. 

고속열차는 4분 초과, 일반여객열차는 9분 초과 지연된 경우 그 사유를 열차다이어에 기록한다. 관제

사는 비상직무 수행(예; 운전보안장치 이상)시 짧은 시간에 여러 하위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셋째, 관제직무는 비상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통계자료[11]에 의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사상사고 

565건, 건널목사고 58.4건, 차량고장 172건, 선로장애 74.4건, 신호장애 58.4건, 차량탈선 31.6건, 급

전장애 21.2건이 발생하며 계산상으로 하루에 평균 3.2건 이상의 사고 및 운행장애가 전국에서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관제사는 비상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항시 숙지하고 있다가 상황 발생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직무특성이 있다.

  넷째, 관제직무는 집중이 요구된다. 관제사에게는 DLP, L/S, MMI(비CTC 구간에는 DLP, L/S, MMI가 

없음), KROIS, 열차다이어, 관제전화, 철도전화, 열차무선전화 등을 통해 열차운행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모든 정보를 상호 비교 및 확인하고 전체적인 열차운행 상황을 항시 관찰

및 파악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확인 및 감시하는 업무는 많은 

노력을 수반한다.

  다섯째, 관제직무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관제사는 정상적인 직무뿐만이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원활히 관제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차량･선로･급전･신호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폭넓은 인재구성을 위하여 관제사 선발시 운전분야, 운수분야, 기타분

야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자 및 총 경력 15년 이상인자를 경력기준[12]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관제직무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관제사는 열차운행 현장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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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일정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현장과의 의사소통시 필연적으로 통신수단에 의존한다. 열차 

무선전화기, 관제전화(직통전화), 철도전화 등을 이용하며 현장과의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KROIS

에서 기관사(기장), 차장(열차팀장)의 휴대폰 번호를 조회하여 일반전화를 이용, 통신을 재개하기도 

한다. 통신수단을 매개로하여 숫자로 이루어진 열차번호에 의해 관계역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의사소통 오류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따라서, 관제직무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4.  결  론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철도 사고/사건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오류를 파악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업무종사자중 철도 관제사의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사가 수행하는 관제직무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관제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결과 관제직무는 총 24개의 직무 및 하위직무

(세부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상직무 17개, 비상직무 7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관제직무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시간적인 압박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이 필

요하며 비상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집중이 요구되며 정확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직무 특성을 가

지고 있었다.

  전동차에 대한 관제직무 분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본 논문에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제사의 직무 부하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후기

  관제사 직무분석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중에도 귀중한 도움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철도공사 철도

교통관제센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안전업무종사자 인적오류 관리 및 업무적성 평가

기준 개발”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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