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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ssurance of railroad safety is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 because there are lots of 
changes in the railroad industries. The Railway Safety Ac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pe with these 
changes effectively and prevent the railroad transportation accidents. According to this law,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TSA) has been entrusted with 'Integrated Railroad Safety Audit (IRSA)'. 
Even though newly introduced IRSA is conducted smooth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ology and 
criteria of the state's safety audit system in other fields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afety Management Manual, a state's safety programme 
embraces those regulations and directives for the conduct of safe ope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ircraft 
operators and those providing air traffic services(ATS), aerodromes and aircraft maintenance. The safety 
programme may include provisions for such diverse activities as incident reporting, safety investigations, 
safety audits and safety promotion. To implement such safety activities in an integrated manner requires a 
coherent SMS(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RSA, we investigated the ICAO's the State's Aviation Safety 
Audit Systems and ICAO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through the result of investigation, we proposed 
the improvement concept of IRSA.
------------------------------------------------------------------------------------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철도산업구조개편과 함께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지

자체에서 도시철도 건설이 확대되는 등 철도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면서 철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

도운영기관과 시설관리기관에 대한 철도종합안전심사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철도운영기관 등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안전한 철도교통서

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는 우리나라 철도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차원의 안전심사제도인 만큼 법제화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철도선진국의 유사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 철도 종합안전심사

를 이행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영국 로이드나 ISO 등의 교육을 통해 해외 심사기법이나 안전관리방

법을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을 비록한 안전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항공분야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논문에서는 항공분야의 국가 항공안전

감독체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를통해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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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와 유사한 국가차원의 안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교통분야에서는 국제

기준으로서 통용되는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 
이에 의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항공운송업자 및 항공교통기관, 공항운영

자, 항공기 정비사업자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규제를 포함하며 준사고보고, 안전조사활동, 안전감독, 
안전증진 등의 활동을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전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국가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의 발전된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와 함께, ICAO 안전관리수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철도종

합안전심사제도 및 우리나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

  ICAO에서는 ICAO 체약국들이 자국의 항공 산업계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감독체계를 수립하고 ICAO 
기준 이행에 대한 준수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세계 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ICAO 체약국들은 국가 항공안전감독을 통하여 세계 안전감독

감사프로그램의 기준 이행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 

제49조에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항공안

전감독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철도분야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이행하고 

있는 철도종합안전심사가 항공분야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

리나라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철도종합안전심사와 비교하여 철도분야에서의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구성 및 임무, 법적근거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체, 항공교통업무 제공자, 공항운영자, 항행시설설치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에 따라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는 항공교통, 항공기운항, 공항운영, 항행시설의 4개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업무를 수행

하는 항공안전본부내 안전관리 감독부서와 임무 그리고 대상기관의 체계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4-8].

   표 1.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에 의한 항공안전본부 감독부서 및 임무, 대상기관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
State's Safety Oversight System

항공교통 항공기운항 공항운영 항행시설

항행안전과
운항안전담당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공항안전담당관 항행시설담당관

항행안전감독 항공안전감독 공항안전검사 항행시설검사

ㆍ항공교통ㆍ항공정보ㆍ항

공지도ㆍ비행절차 등의 

이행실태 감독

ㆍ항공교통분야 SMS 

이행실태 감독

ㆍ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및 감독

ㆍ정비조직에 대한 

인증 및 감독

ㆍ운항․정비분야 SMS 

이행실태 감독

ㆍ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ㆍ공항분야에 대한 SMS 

이행실태 감독

ㆍ항행시설 운영․ 
관리실태 감독

ㆍ항행시설분야 SMS 

이행실태 감독

ㆍ서울지방항공청

ㆍ부산지방항공청

ㆍ항공교통센터

ㆍ인천공사(계류장)

ㆍ항공운송사업자

ㆍ국내 취항 외국 

항공운송사업자

ㆍ정비사업자

ㆍ한국공항공사

ㆍ인천국제공항공사

ㆍ한국공항공사

ㆍ인천국제공항공사



  법에 의해 규정된 감독업무는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종류로는 항행안전감독, 항공안전감

독, 공항안전검사, 항행시설검사가 있다. 항행안전감독은 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에 대한 감

독업무를 수행하고 항공안전감독은 운항증명과 감항증명으로 나누어 조종, 객실안전, 운항관리 등에 대

해서 운항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비행기체, 전자관련 감독 등에 대해서는 감항증명 업무를 수행한다. 그

리고 공항안전검사는 공항시설의 운영증명, 운영검사를 수행하며 항행시설검사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

공등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는 모두 항공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데 항행안전감독의 경우는 

항공법 제153조제3항, 항공안전감독의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15조의2, 제138조 및 제153조제3항, 제4
항 (운항증명, 감항증명)에 의해서, 공항안전검사는 법 제111조의2 내지 제111조의4 및 제153조제3항 

(공항운영증명, 공항운영검사)에 따라 그리고 항행시설검사는 법 제8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항공안전감독과 유사하게 항공안전보안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감독은 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나 이 업무

는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로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2.2  검사(감독) 주기 및 대상기관

  우리나라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검사 및 감독 주기, 대상기관을 정리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모든 

검사 및 감독은 상시 점검을 원칙으로 대부분 연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

하고 있으며 공항시설의 경우 최초 운영을 하고자할 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나누어 최초검사를 시

행하고 이후 정기적인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3  업무규정 및 매뉴얼, 점검표 체계

  우리나라 항공분야는 상기 언급한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업무지침, 규정, 매뉴얼 및 점검표를 훈령 및 

고시 등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철도종합안전심사의 경우도 심사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여 공

개하고 있으며 심사점검표는 심사시행계획 통보시, 기존 심사점검표를 당해 심사기관 특성에 따라 기

존 심사점검표를 조정하여 작성한 점검표를 심사계획서와 함께 심사대상기관에 전송하고 있다. 항공분

야 점검표의 경우 상세한 부분부터 광의적인 부분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족, 불만족의 2단
계에 의해 점검항목별로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지는 않으며 단지 결과보고서의 토대로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철도종합안전심사의 경우 심사점검표 항목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의 4
단계로 평가하여 점수로 계량화하고 있으며 심사점검항목의 내용은 항공분야 점검표보다는 광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 및 검사 분야별 업무규정 및 매뉴얼, 점검표 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표 3
과 같다.

2.4  검사(감독) 내용

  항공분야 검사/감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ICAO 및 항공법 기준 이행에 대한 준수정

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행안전감독≫

  <정기점검>

   ․ 항공교통․항공정보․항공지도․비행절차․항공통신분야의 제반규정의 운영 및 이행실태

   ․ 항행업무기관 직원의 교육훈련 이수현황

   ․ 교육이수결과 기록유지 현황

   ․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시행 등 이행실태 등

  <특별점검>

   ․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업무상 실수에 의한 준사고 발생 또는 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등



표 2.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에 의한 검사/감독 주기, 대상기관

검사(감독)의 종류 주      기 대 상 기 관

항행안전감독

▪ 정기점검 - 연 1회
▪ 특별점검 - 필요시
▪ 확인점검 - 정기점검, 특별점검 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항행업무기관
 - 서울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교통센터
 - 인천공사(계류장)

항공안전감독

▪ 상시점검 - 반기 1회 (중점관리항목)
▪ 집중점검 - 필요시

▪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정비조직인증소지자
▪ 국내 취항 외국항공운송사업자
▪ 국내 취항 외국국적 항공기 운영자

공항안전검사

▪ 최초검사 -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 접수 후
             (최초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사후검사 - 정기검사 연 1회
             수시검사 필요시

▪ 공항운영자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행시설검사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불시검사 - 연 1회 이상
▪ 특별검사 - 필요시

▪ 공항운영자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표 3.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에 의한 검사/감독 업무규정 및 매뉴얼, 점검표 체계

검사(감독)의 종류 업무규정/지침 및 매뉴얼 점검표

항행안전감독

▪ 업무지침 (항본 훈령 제152호 (2007.11.5))

 -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항본 훈령 제204호 (2008.4.4), 점검표 포함)

▪ 558개
 - 항공교통 306개
 - 항공정보 57개
 - 비행절차수립 74개
 - 항공지도 59개
 - 항공통신 62개

항공안전감독

▪ 업무규정 (항본 훈령 제183호 (2008.3.14))

 - 제1권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항본 예규 제68호 (2008.5.16))

 - 제2권  제1,2부 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제3부   운항감독관 점검표

 - 제3권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점검표 포함)

▪ 2,047개 (운항증명)
 - 42개 업무코드

▪ 1,244개 (감항증명)
 - 44개 업무코드

공항안전검사  
▪ 업무지침 (항본 훈령 제186호 (2008.3.17))

 - 별표 1  공항운영규정(서류심사) 점검표

 - 별표 2  현장심사 점검표

▪ 1,284개
 - 서류심사 119개
 - 현장심사 1,165개

항행시설검사

▪ 업무지침 (항본 훈령 제235호, 2008.4.29)

▪ 업무세칙 (항본 훈령 제174호, 2008.2.13)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항본 고시   

제2008-29호 (2008.4.11), 점검표 포함)

 - 관리검사매뉴얼

▪ 시설별 관리운영 검사 

16개 항목

▪ 시설별 성능검사 6개 항목

▪ 적합, 부적합

≪항공안전감독≫

 
  <상시점검>

   ․ 유사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 

   ․ 상시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준사고 및 고장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집중점검>

   ․ 준사고 및 항공기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로 발전할 수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국가적인 행사 등을 위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계절적 요인 및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등

≪공항안전검사≫

 
  <서류심사>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7조의3제1항제3호내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서류에 대한 적정성

   ․ 공항운영규정에 포함된 항목 및 내용의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충족 여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의 적합성 여부

 
  <현장심사>

   ․ 공항운영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인터뷰

   ․ 공항운영규정 관리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업무일지 및 기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공항자료 일반 및 공항상태보고에 관한 사항 등

 
≪항행시설검사≫

 
  <시설별 관리운영 검사>

   ․ 기술요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활용상태

   ․ 각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

   ․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

 
  <시설별 성능검사>

   ․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의 성능확인 표준치 및 허용오차 주요 지시치(Key Parameter)

   ․ 모니터 지시치와 원격제어장치 지시치의 부합여부

   ․ 안테나 관리상태 및 당해 항행시설 주변의 전파 장애물 유무 등

2.5  검사(감독) 결과의 처리

  항공분야 검사/감독은 항공안전본부 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에 의해 수행되므로 검사/감독결과 부

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등의 형태로 개선을 유도하게 할 수 있다. 검사/감독의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항행안전감독의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을 발부하며 이에 대한 점검결과

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항공안전감독의 경우도 점검결과에 따

라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을 발부하며 월간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본부 운항기획

관이나 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에게 보고한다.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점검결과를 감독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안전검사의 경우도 검사결과에 따

라 시정명령서를 발부하며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에게 보고

한다. 항행시설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중요사항, 개선사항, 현지시정으로 등급을 판정하여 중요사

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요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따라 관리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본부장에게 보고하며 항행시설관리자에게도 통보해주는데 이에는 검사 내용의 조치 여부도 함께 포

함하도록 하고 있다.



2.6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와 철도종합안전심사의 비교

  지금까지 기술된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와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를 표 4에서 비교하였다[10,11]. 표 4
와 같이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는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와 유사하지만 점검표를 만족, 불만족으로 2단
계 평가를 하며,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종류에 따라 철도종합안전심사의 점검표보다 상당히 많은 

점검항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도종합안전심사의 경우 심사결과는 계량화하고 있으나 항공안전감독체

계에서는 계량화하고 있지 않다.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 중 항공안전감독(운항증명)의 경우, 증명서를 받기까지 약 3～6개월 소요되는

데, 체크리스트는 3,50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류심사시에 체크리스트의 7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예비평가시 프로토콜(질문서) 313개를 감독대상기

관에 보내 그 기관에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본부에서는 그 답변 내용을 검토하

여 예비평가, 서류심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목적은 감독관 스스로 답변을 

찾기에 한계가 있으며 감독결과에 의한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감독관

별로 똑같은 감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화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감
독대상기관에서는 프로토콜 313개만 입증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감독대상기관 스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철도종합안전심사의 경우, 
분야별 심사관 스스로 심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세부

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할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서 각 분야 심사결과가 심사관별로 작성됨에 따라 수준이나 결과가 표준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

겠다.

표 4.  국가 항공안 감독체계와 철도종합안 심사제도와의 비교표

분야

구분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종  류
 - 항행안전감독   - 항공안전감독

 - 공항안전검사   - 항행시설검사

 - 철도종합안전심사

임  무
 - 공항시설의 운영, 조정, 객실안전, 

운항관리, 비행기체 등의 검사 및 감독

 - 철도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의 

종합적 심사

법적 근거
 - 항공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 등  - 철도안전법 제9조(철도종합안전심사)

주기 및 대상

 - 주기 : 1년 또는 반년 1회, 상시

 - 대상 : 공항운영자, 항공기운영자 등

 - 주기 : 2년 1회

 - 대상 :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량철도(전용철도)의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시설관리자

업무규정 및 

매뉴얼 체계
 - 업무지침, 규정, 매뉴얼 등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 철도종합안전심사 매뉴얼

점검표 체계
 - 500～3,000여개

 - 만족, 불만족 2단계 평가

 - 467개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분야)

 -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4단계 평가

결과 계량화 여부  - 계량화하지 않음  - 점검표에 의해 심사결과 계량화

주요 항목
 -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항공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등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결과의 처리

 -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 발부  - 결과보고서 작성 후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 및 개선명령, 권고 

사항, 우수사례 등을 결정 후 

심사대상기관에 시달



3.  ICAO 국제 안전관리매뉴얼

3.1  ICAO 안전관리매뉴얼에 의한 안전감사(검사)제도

  ICAO 안전관리매뉴얼에 정의된 안전감사체계로는 그림 1과 같이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조사, 자체 감사 등의 기관 자체레벨의 감사체계가 있으며, 이와함께 규제

당국 즉, 항공안전본부의 안전감사같은 국가레벨의 안전감사체계와 체약국들의 ICAO 기준 준수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세계 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USOAP)이 있다. 비교를 위하여 그림 1에 항공분야 안전감

사체계와 함께 철도교통분야의 감사체계를 같이 나타내었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국제기준이 아직 구

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한 USOAP과 같은 국제 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도 마련

되어 있지 않다.
  ICAO 안전관리매뉴얼에 의한 그림 1의 안전감사제도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ICAO 전세계 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 (USOAP)
  ICAO에서는 국가들이 자국의 항공 산업계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 감독을 수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세계 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 (USOAP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USAOP을 통해 ICAO 기준 및 권고절차, 각종 지침, 안전 관련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안전 감독 시스템이 적절한 법률 및 규정, 검사, 감사 능력을 확립하여 유효하게 이행하고 있

는지를 판정하며 체약국의 안전 감독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함께 제공한다.

3.1.2  규제당국의 안전감사

  우리나라 항공안전본부와 같은 안전규제당국에서는 ICAO에서 전세계 안전감독감사프로그램(USOAP) 
을 시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국가적인 항공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안전 규제 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이니만큼 전체적인 조직의 안전 관리 절차를 폭 넓게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철도종합안전심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당

국에서 시행하는 안전감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시 및 적합성
국제, 국가 및 지역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과 이러한 상황이 면허 또는 승인 기
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

▪ 위험 분야 및 수준
조직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한 원칙 및 절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
모든 안전 기준이 지속적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조직적인 시스템 구축을 보장

▪ 능력
조직은 의도한 안전관리시스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적합한 직원을 
보유해야 하며,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직원의 능력을 평가

▪ 안전 관리
안전 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조직이 안전 성능 목표를 일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그림 1.  항공 및 철도분야 안전감사(검사)제도 비교



3.1.3  자체 감사

  ICAO에서는 규제당국의 안전감사와 더불어 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중시하고 

있는데 ICAO 안전관리매뉴얼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체 감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를 지향하고 있어 현재 이와같은 심사를 지향하는 철도종합안전심사의 내용과 매

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 관리 구조

1) 조직은 기업의 안전 정책 및 목표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2) 기업의 안전 정책 및 목표가 조직 내에 적절히 배포되었는가? 이러한 안전 정

책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확실한 지원이 있는가?
3) 조직은 안전 부서 또는 지정된 안전관리자(SM)가 있는가? 등

▪ 관리자 및 기업 안정성
1) 지난 3년 간 소유권 또는 고위 관리자에 대한 현저하거나 빈번한 변화가 있었는가?
2) 지난 3년 간 운영 부서의 지도부에 대한 현저하거나 빈번한 변화가 있었는가?
3) 안전 문제, 운영 절차 또는 이행에 대한 논쟁 때문에 사임한 운영 부서의 관리자가 있는가? 등

▪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
1) 조직이 최근 재정적 불안정, 합병, 인수 또는 다른 주요 개편이 있었는가?
2) 불안정 시기, 합병, 인수 또는 개편 동안 및 후에 안전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등

▪ 관리자 선발 및 훈련
1) 체계적으로 확립된 관리자 선발 기준이 있는가?
2) 관리 인력 선발에서 운항 이력 및 경험이 요구조건인가?
3) 제일선의 운항 관리자는 운항 측면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로부터 선발하는가? 등

▪ 작업인력
1) 최근 조직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가?
2) 시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많은가?
3) 기업이 계약 직원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정책이 있는가? 등

▪ 규제 당국과의 관계
1) 안전 기준이 조직에 의해 설정되었는가 아니면 적절한 규제 당국에 의하여 설정되었는가?
2) 조직이 규제 당국에 의해서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였는가?
3) 조직이 규제 당국과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등

3.1.4  조사 (Surveys)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조사에 의해 조직 내 안전 및 효율성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조사시에

는 운용 인력의 직관 및 견해, 다양한 고용인 그룹간 팀워크 및 협동 수준, 일상 운영에서의 문제 지역 

또는 병목현상, 기업의 안전 문화, 현재 불일치 또는 혼동이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3.1.5  검사 (Inspection)
  안전 감독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순회 점검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검사가 단순히 네모 칸에 체크

하는 형식(tick-box)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조직의 안전 위험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3.2  ICAO 안전관리매뉴얼상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요소

  3.1절의 ICAO 안전관리매뉴얼에서는 SMS에 의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감사시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SMS를 위해 ICAO 안전관리매뉴얼에서 정의한 필수적으로 갖추

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SMS 요소에 대한 감사내용은 지면상 생략하고 ICAO 안전관리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란다[9].
    1) 계획의 수립   2) 상위 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책임

   3) 조직   4) 위험요소 식별

   5) 위험관리   6) 조사역량

   7) 안전분석능력   8) 안전촉진활동 및 교육훈련

   9) 안전관리문서와 정보관리   10) 안전감독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인천국제공항공사 SMS 매뉴얼을 검토해 보면 경영진 참여, 안전방침 및 목표, SMS 조직, 위험관리, 
안전보증 활동, 안전증진 활동, 그리고 문서화 등 상기 ICAO에서 권장하는 SMS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을 작성하여 국통해양부 항공안전본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12]. 인천국제공사에서는 단순한 건수의 감

소보다는 추세에 의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실

무위원회를 통해 77개의 안건관리항목을 최종 설정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국가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의 발전된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와 함께, ICAO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관

리수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

를 활용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및 우리나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고찰을 통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분야는 운항증명시 3,500개 체크리스트 사용하나 최근 프로토콜에 의한 예비평가(서류심사 

위주)를 수행하므로써 감독관(심사관) 스스로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심사기관에서 프로토콜을 만

족하도록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감독관(심사관)은 이를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데 

철도종합안전심사에서도 심사관과 피심사관의 편의성 및 심사항목의 표준화,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도

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항공분야 및 해외 철도안전심사제도에서는 심사결과를 계량화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

도종합안전심사에서는 심사결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심사기관 및 심사대상기관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고 있다. 현재 활용중인 심사점검표에서 계량화 가능한 심사항목과 그렇지 않은 심사항목을 구분하

는 방안이나 계량화하지 않으면서 객관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 심사결과의 계량화 문제를 보다 

신중히 고려해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항공분야는 국제기준 및 국가 항공안전체계(안전감독체계), 업무제공자(공항공사, 항공사 

등)가 SMS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무제공자들은 위험도평가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다년간의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재 77개 위험관리항목을 설정

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위험도평가기반 안전관리체계는 원자력 및 항공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철도분야 세계 선진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철도운영기관 및 정부기관에 SMS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험도평가의 당

위성 및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홍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SMS체계가 구축될 경우의 철도종합안전심사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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