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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accident is characterized by widespread and great(immerse) damage to our society when an 
accident occurred even if the probability of a railway accident is low. It is no doubt that the role of a rolling 
stock driver who are active in the first  line of the rail safety driving is the most important to prevent an 
unexpected railway accident.
  Before new railway safety law being taken into effect, each railway operating organization had the 
responsibility of training a rolling stock driver by qualification criteria (the requirements or standards of 
competency), training period, probation period decided on their own standards. To train drivers driving same 
locomotive model,  each railway operating organization had a variety of standards to draft and train trainees. 
Consequently, It was considered inefficient way to train and manage rolling stock drivers.
  However, after implementing the new railway safety law, a new system including training and evaluation 
process to issue driver's license on the condition that entire requirements are satisfied has been established.  
To prove the competency of the rolling stock driver objectively, training center and third-party evaluation 
center are divided individually and assigned by government office.
 Training center should design the training program to allot theatrical education time for different trainee 
group and to secure maximum practical training time utilizing simulator system to enhance the rolling stock 
driver's competency.
 This study analyzes certain conditions necessary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use of training 
for aquisition of a driver's license an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rail safety law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

  철도사고의 발생 확률은 적지만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막대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
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열차안전운행의 최일선 접점에 있는 기관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철도안전법 시행 이전 기관사 양성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기준, 교육기간, 실무
수습을 거쳐 양성하였으며 동일차종을 운전하는 기관사 양성에 있어 철도운영기관 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발․교육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한 양성․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철도차량 종류에 따라 면허의 종류를 분류하고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일
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제3의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이상 득점을 해야만 면허
가 발급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교육훈련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운전자에 대한 능력을 객관
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대상자에 따라 과목별 이론교육 시간을 달리 배정하고 실기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
시뮬레이터의 취급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철도차량운전자의 자질을 극대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하여 국내외 면허 교육훈련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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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이후 철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1) 1997년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

해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협의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타 교통

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량수송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철도교통수단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광역철도 노선에 따라 철도운행안전의 핵심종사자인 철도차량운전자, 즉 기관

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관사는 열차운행의 최 일선에서 많은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7월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가 실시되면서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

여야 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야야 하고,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 한 다음 철도차량운전자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양질의 기관사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이론적인 실력 배양과 시뮬레이터 및 현장

실습을 통하여 각종 차량고장 시 조치능력 배양하고 열차화재 ․ 탈선 등 이례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고를 통하여 면허제도의 발전방향과 교육훈련의 효과 극대화 및 실용적인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의 시행 배경

    2-1-1 면허제도 시행 이전 기관사 양성과정

    면허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기관사 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후에 등용기관사 시험을 통과해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었

으며, 교육기간은 원칙을 14주로 정하였으나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증감하도록 하여 실제는 11주의 

교육을 시행 하였다. ‘90년대 초 까지는 디젤기관사와 전동차 기관사를 분리 양성하지 않고 교육

기간 동안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에서 운행하는 차

종에 따라 차량의 구분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광역철도구간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철

도청에서 담당하는 전동차운행 구간도 늘어나 전문적으로 전동차기관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3년부터 디젤기관사등용반과 전동차등용기관사 반으로 구분하여 양성하게 되었다.

  또한 고속철도기장은 일반철도의 기관사 경력 5년이상 직원 중 적성과 건강상태(시력, 혈압, 성인병 등), 

무사고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였으며 교육훈련은 1단계 

이론교육과 2단계 시뮬레이터 교육을 이수하고 고속열차 차상에서 3단계 고장조치 훈련을 수료한 

후 4단계인 현차 운전실습과 노선인지 교육과정을 통해 단계별․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양성하였다.

    2-1-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및 타 운영기관의 기관사 양성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는 차장경력 2년이상인 자와 공업계열의 전문대졸업 이상

인자를 대상으로 각각 16주, 52주 실시하였고 동일차종(전동차)을 운행하는 부산교통공사, 대구지

하철, 인천지하철에서는 10주에서 25주에 걸쳐 자체적으로 양성하였다.

    2-1-3 면허제도 시행

1) 2001년 철도투자규모 대비 2008년도 철도투자규모는 약 2배이상 증가된 반면 도로에 대한 투자는 2001년 대비 약 95% 수준임 

: 국토해양부 예산투자분석 자료



      이처럼 각 철도운영기관 마다 각기 다른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던 것을 철도차량운전

업무종사자 선발에 관한 통일적인 국가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의 양성 및 수급관리

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특히, 고속철도 개통, 지하철 운행도시 확대 등에 따라 안전

핵심요원인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철도

차량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되었다.

2-2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취득절차

  

    2-2-1 면허의 종류

〈표 1〉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

    

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 디젤동차
․ 증기기관차
․ 철도장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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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200km이상의 최고 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고속차량으로 구분

    -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은 철도장비운전면허 이외의 면허필요

    -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차량을 기관차,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차량을 동차로 구분

    - 철도장비운전면허를 제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철도차량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기지 내

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2-2 면허종별 응시 자격기준 및 취득 절차

      가.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철도차량 운행안전의 핵심종사자인 운전자의 건강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운

전자로서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국토해

양부지정 “철도차량운전면허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만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나. 면허시험은 이론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며 이론시험에 합격해야만 기능시험을 볼 수 있

으며 이론시험의 유효기간은 이론시험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이다. 또

한 면허시험을 위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의 유효기간은 면허시험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

내의 것에 한하며 교육훈련수료증은 3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이수 한 후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 2〉 철도차량운전면허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구 분 교육훈련 지정 과정 비 고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2006. 6. 지정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

디젤차량운전면허 〃

철도장비운전면허 〃

관제사 〃

서울메트로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2007. 8. 지정

철도장비운전면허 2006. 6. 지정

도시철도관제사 〃

부산교통공사

철도장비운전면허 〃

도시철도관제사 〃

  〈표 3〉 면허제도 시행 이후 교육훈련 이수 및 면허취득 현황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상반기 계

교육이수 면허취득 교육이수 면허취득 교육이수 면허취득 교육이수 면허취득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 31 31 39 39 24 24 94 94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 121 121 312 312 121 121 554 554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 150 145 373 315 75 47 598 507

디젤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 60 57 179 177 60 43 299 277
철도장비운전면허 교육훈련 40 18 87 59 52 41 179 118

관제사 교육훈련(면허과정아님) 30 - 26 - 32 - 56 -
계 402 372 964 902 300 276 1,738 1,550



      다. 최초 운전면허 취득시(디젤차량,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응시 상 부기 사․차장 철도업무종사자 일반인

자격기
부기 사 경력 1년 이상 

동차차장 경력 2년 이상

조작 취 자, 철도시설 리
자, 열차조성승무, 역무서비
스 제공자, 철도차량정비경
력 3년 이상

20세 이상인 자

교육훈련

면허시험

신체검사․ 성검사

<이론교육>
디젤  제1종 기(270시간)
제2종 기차량(230시간)

<이론교육>
디젤  제1종 기(485시간)
제2종 기차량(350시간)

<이론교육>
디     젤(650시간)
제1종 기(550시간)
제2종 기(430시간)

<기능교육>
디젤  제1종 기(100시간)
제2종 기차량(100시간)

<기능교육>
디젤  제1종 기(145시간)
제2종 기차량(140시간)

<기능교육>
디    젤(470시간)
제1종 기(470시간)
제2종 기(410시간)

운 면허 필기시험

운 면허 기능시험

철도차량 운 면허 취득

인증과정

< 장실무수습>
200시간 이상 는

4,000km 이상

< 장실무수습>
400시간 이상 는 8,000km 이상

(제2종 기차량 6,000km 이상)

해당 면허 철도차량 운



      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전면허 취득시

소지면허 디젤 는 제1종․제2종 기 디젤 는 제1종․제2종 기

면허종류 고속차량 면허 디젤 는 제1종․제2종 기

자격기
소지면허 해당차량 운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디젤차량 면허 소지자가 제1종 기차량 면허 
취득시 는 제1종 기차량 면허 소지자가 디
젤차량 면허 취득시 운 업무 수행경력 2년 이
상이고 해당 면허교육을 이수한 경우⇒면허시험
(필기 ․ 기능) 면제

교육훈련

면허시험

신체검사․ 성검사

<이론교육>
140시간

<이론교육>
디젤  제1종 기차량 소지자(70시간)
제2종 기차량 소지자(140시간)

<기능교육>
280시간

<기능교육>
디젤  제1종 기차량 소지자(35시간)
제2종 기차량 소지자(70시간)

운 면허 필기시험

운 면허 기능시험

철도차량 운 면허 취득

인증과정

< 장실무수습>
200시간 이상 는

10,000km 이상

< 장실무수습>
30시간 이상 는 

600km 이상

해당 면허 철도차량 운



    2-2-2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가.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1)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 선로전환기 ․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종류

      1) 최초검사 :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

      2) 정기검사 :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

      3) 특별검사 :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규정은 매 2년마다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중복되는 항목, 철도차량운전자로서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일부항목 등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 그러나 엄격한 신체검사제도 시행으로 철도종사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경우 이의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운동, 음주절제, 금연 등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4〉철도공사 2008년도 정기신체검사 결과

(단  : 명, 검사시행일 : ’08.4.1～6.30)

구 분

검사결과
계

운 업무종사자 제업무종사자 신호기 등 취 자

소계 운 차량 토목 기 계약 소계 업 운 소계 업 기 차량

계 8,055 5,262 4,117 59 926 135 25 230 104 126 2,563 2,505 52 6 

합  격 8,020 5,245 4,110 59 919 132 25 230 104 126 2,545 2,487 52 6 

환
배
치

정

상

소 계 35 17 7 - 7 3 - - - - 18 18 - -

(%) (0.4) (0.3) (0.2) - (0.8) (2.2) - - - - (0.7) (0.7) - -

불합격 16 5 2 - 2 1 - - - - 11 11 - -

(%) (0.2) (0.1) (0.05) - (0.2) (0.7) - - - - (0.4) (0.4) - -

정보류 19 12 5 - 5 2 - - - - 7 7 - -

(%) (0.2) (0.2) (0.1) - (0.5) (1.5) - - - - (0.3) (0.3) - -

    마. 적성검사 항목

      1) 문답형 검사

        가) 지능검사 : 지각속도 및 공간 ․ 수리 추리력을 검사

        나) 작업태도검사 : 작업수행 중 나타나는 행동특징 측정

        다) 품성검사 : 긍정적 인상척도 및 반사회적 성향 측정

      2) 반응형 검사

        가) 속도예측능력 검사 :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예측하고 속도예측능력의 일관성을 검사

        나) 주의력 검사 :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 및 동시에 제시되는 여러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속도와 정확도 등을 검사

        다) 거리지각능력 검사 : 목표자극에 대한 원근감을 검사

        라) 안정도 검사 : 눈과 손을 이용한 동작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안정도검사

      3) 고속차량운전면허,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항목과 철도장비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항목은 다르다.



    2-2-3 교육훈련

      가. 한 ․ 일 면허교육훈련 비교

     

비교항목 한 국 일 본

자 격 ․ 철도관련업무 경력자의 경우(제2종) ․ 역무원 → 차장

면허취득방법 ․ 국가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합격
․ 국가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합격

․ 국가 지정 공인기관 실시 면허 시험 합격

교육기간
․ 약 14주

※ 실무수습 400시간 이상 또는 6,000km 이상
․ 40주(약 10개월)

교육방법

․ 이론교육 350시간

․ 기능교육 140시간

 - 현장실습교육 : 30시간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90시간

 - 비상시 조치 등 : 20시간

※시뮬레이터 1인당 38.25시간

․ 실무수습 : 400시간

계 : 890시간

․ 이론교육 : 400시간

․ 기술교육 : 75시간

․ 현장실습 : 440시간

․ 시뮬레이터 120시간/1인

계 : 1,400시간

추가교육

․ 매5년 단위로 직무교육

․ 50세 및 54세 도달자 연령교육

․ 면허갱신 교육

․ 기관사 발령 후 2, 4, 6, 12 개월이 지나는

 시기에 OJT 및 연수원교육시행 이후 

 자격증 보수교육(매2년마다)

시뮬레이터

․ 고속차량 : 3대

․ 제1종전기차량 : 5대

․ 제2종전기차량 : 11대

․ 디젤차량 : 7대

․ 철도장비 : 1대(실차 2대)

․ 각지사 OJT용 고속차량 : 13대

․ 연수원 개인용 : 30대

교수요원
․ 19명(센터장1, 고속3, 제1종2,

 제2종8, 디젤3, 장비2)
․ 36명(고속철도 각 지사 별도정원)

면허발급기관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성

      나. 우리나라의 면허교육훈련

        1) 지원자격(운전면허 결격사유)

        (가) 20세 미만인 자

        (나)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라)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한쪽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

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마)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론교육

        (가) 교육대상자는 철도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응시자”, 면허를 소지하고 다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면허소지자” 운전업무보조경력(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부기관사) 및 차장

경력 등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조작판취급경력자 및 철도시설관리경력자 등 “철도관

련업무경력자”로 구분한다.

        (나) 교육훈련은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며 운전면허 종류 및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훈련기간,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문제점

          (1) 운전면허교재 구조화 문제

            - 운전면허 교육대상자는 철도운전업무경력이나 철도 관련업무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소지자, 철도운전업무보조경력(철도공사의 부기관사) 

및 전동차차장경력 등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정거장에서 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철도시설관

리자 및 열차조성업무 경력자 등 철도관련업무 경력자로 다양하다.

            - 따라서 교육대상자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교재를 구분하여 일반인의 경우 용어의 

정의, 기초원리 설명, 내용의 자세한 기술 등을 통하여 철도차량운전자로서 단계적이고 체

계적으로 기술을 배양하도록 하고 면허소지자나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에게는 기초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통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기간에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면허교재 내용의 문제

            - 철도차량운전자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기본이며 객화차, 폐색장치, 신호, 통신, 전차선, 선로 등 

철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으며 이의 학습을 위해서 “철도시스템일반”과목을 두고 있다.

            - 그러나 교재 내용을 보면 철도차량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 시설, 전기, 차량, 

신호 등의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복잡하고 세부적이며 난해하다.

            - 따라서 철도 각 분야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간결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목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재를 재편찬할 필요성이 있다.

         (3) 교육훈련 과목간 시간 배정 문제

            - 과목별 교육시간이 법적으로 고정되어 교육대상자의 능력, 과목학습에 필요한 절대시간 확보, 

교육훈련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과목별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총 이론교

육시간, 총 기능교육시간으로만 구분하고 과목을 지정해 놓으면 교육대상자에 따라 과목별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해당차량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교육훈련기관 공통교재 발간에 따른 문제

           - 고속철도차량 ․ 제1종전기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한국철도공사 

밖에 없으므로 교재 발간에 큰 문제가 없다.

           - 그러나 제2종전기차량 면허교재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서

울메트로 운행차량 VVVF 전기동차를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타 운영기관에서 운행하고 있

는 차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면허 취득 후 특정 운영기관에서 기

관사업무를 수행할 때 재교육을 하여야 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문제는 차량운행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면허제도의 근

간을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각 운영기관에서 운전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채

용하여 자체적으로 철도안전법에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면허시험은 교통안전

공단에서 실시하여 충원하는 방법과 일반인의 경우 지정된 철도차량운전면허전문교육훈련기

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양성과정에 대하여는 추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기능교육

        (가) 기능교육훈련은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비상시 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나) 기능교육훈련 장비는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CAI)", "모의운전연습기(Simulator)", ”실제

차량“이 있으며 CAI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운

전연습기(Full Type Simulator) ․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Personal Simulator) ․ 
CAI(Computer Aided Instruction)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표 5〉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및 철도대학 기능교육훈련장비 구축 현황

             

구 분
수 량(대, 식)

비 고
철도공사 철도대학

고속철도

차량

FTS 1 1

PTS 2 -

CAI 30 -

제1종

전기차량

FTS 1 1 철도대 구형기관차

PTS 5 3 〃

CAI 40 -

제2종

전기차량

FTS 1 1 철도대 장비 면허교육 활용

PTS 10 5 〃

CAI 40 -

디젤차량

FTS 2 1 철도대 장비는 기능부족

으로 면허교육 활용 불가PTS 5 5

CAI 40 -

철도장비

FTS - -

PTS 1 -

CAI 30 -

계

FTS 5 3

PTS 23 10

CAI 180 -

    〈표 6〉1인당 시뮬레이터 훈련시간 비교

               

구 분
1인당 시뮬레이터

훈련시간
비고

일 본 전기동차 120

대한민국

고속철도차량 32 면허소지자

제1종전기차량 4.2 〃

제2종

전기차량

일반인반 85

철도업무경력자반 38

운전업무보조자반 30 부기관사반

면허소지자반 12

디젤차량 14 부기관사반

철도장비 4 철도업무경력자반

        



        (다) 고속철도차량 기능교육(면허소지자 과정)

          (1)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175시간

            - 기능교육훈련장비 FTS 1대, PTS 2대, CAI30 대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먼저 CAI를 활용하여 

고속차량의 주요기기 명칭, 위치 및 기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PTS를 통하여 기본기

능, 출고요령 등 기본사항을 습득한 뒤에 FTS를 활용하여 교수요원과 1:1멘토 교육을 실

시하며 나머지 교육생은 1:1멘토 교육장면을 모니터를 통하여 참관함으로써 간접 참여함

으로써 교육훈련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FTS 교육 중 필요한 경우 PTS를 통하여 

기본기능을 더 익힐 수 있는 Feed Back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교육생 1인당 시뮬레이터훈련시간 31.87시간(FTS 약 21.87시간, PTS 약 10시간), CAI 교육

시간 약 16시간, 참관시간 약 127시간으로 구성되며 FTS훈련은 1:1멘토교육을 시행하고 

PTS훈련은 교육생 스스로 훈련하는 시스템이다.

          (2) 현장실습교육 95시간

            - 고속차량기지에서 이루어지며, 시뮬레이터로 할 수 없었던 차량고장시 구원요령, 시스템

이 다운되었을 때 접지요령, 출입문 고장시 차단요령, 객차하부에 취부되어 있는 제동함

의 각 콕크취급요령 등에 대한 훈련(60시간) 및 서울~부산 ․ 목포에 대한 선로견습 및 

운전실 기기취급에 대한 훈련(35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3) 문제점

               - 면허취득 후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00km이상 또는 200시간 차량 및 운

행선로에 대한 실무수습 과정이 있으므로 면허취득을 위한 기능교육훈련에서는 선로견습 

및 실제 운전취급 훈련을 축소하고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을 강화하여 차량고장발생 또

는 이례상황 발생시 대처능력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이 철도 고속차량운행안전에 도움이 되

리라 본다.

        (라) 제1종전기차량(전기기관차) 기능교육

          (1)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 과정은 디젤차량면허를 소지하고 운

전업무 수행 경력 2년이상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총 교육시간은 105시간이며 이론

교육 70시간, 기능교육 35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시험과 기

능시험이 면제되는 과정이다.(기수당 40명 교육, 연간 320명 배출)

          (2)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은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운전취급 방법과 고장발생시 조치요령 

등에 대하여 훈련하는 과정으로 40명을 10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FTS 훈련, 5개조는 PTS 훈

련, 2개조는 모니터를 통하여 FTS훈련 상황 참관, 나머지 2개조는 CAI에 투입 하여 일정

한 시간을 주기로 순환하며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을 최대한 배정하고 있다.

          (3) 문제점

            전환반의 경우 교육훈련이 끝나고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실무수습을 거쳐 곧바로 전기기관

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나 1인당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이 4.2시간 밖에 되지 않아 기본적

인 운전취급방법을 훈련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제동기취급요령,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요

령과 기본적인 차량 고장시 조치요령에 대하여 훈련하려면 1인당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이 10

시간정도 되어야 하므로 교육훈련기간을 약 35시간, 즉 1주일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마) 디젤차량 기능교육

          (1)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디젤차량 교육훈련은 운전업무보조경력1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총 370시간이며 이론교육 270, 기능교육 10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연간 180명을 

양성(기수당 A ․ B반 30명씩 3회)하고 있다.

          (2) 기능교육훈련은 현장실습교육 20시간,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60시간, 비상시 조치 등 

20시간으로 구성된다.

          (3)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1개 반을 3개조로 나누고 나눈 1개조를 다시 3개분임으

로 나누어 1개분임에 3~4명이 되도록 구성하여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취급, 신

호 및 선로에 대한 운전취급,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하여 각 차시별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

실습 기능강사와 1:1 멘토교육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4)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은 기능평가시험구간인 경부선 서울~대전간 선로정보를 알고 

있는 군과 알지 못하는 군으로 구분, 선로정보를 알고 있는 군은 FTS를 통하여 출고준비

점검,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취급, 신호 및 선로에 대한 운전취급, 차량고장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선로정보를 알지 못하는 군은 PTS를 통하여 선로를 익

히도록 한 다음 FTS 훈련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5) 현장실습은 이론적으로 학습한 기관차의 각종 기기명칭 및 위치, 기능 등에 대하여 확

인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할당하고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을 늘임으로써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하여 침착하고 절차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철도차

량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바) 철도장비 기능교육

          (1) 인재개발원에서 개설된 과정은 철도조작판취급자 ․ 철도시설관리자 ․ 열차조성 ․ 승무 및 

역무서비스 제공자 및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업무경력 3년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총 교육시간은 245시간으로 이론교육 160시간, 기능교육 8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150명(30명씩 5회) 양성하고 있다.

          (2) 기능교육은 현장실습교육 15시간,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60시간, 비상시 조치 등이 10시간

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KORAIL 인재개발원에 구축된 기능교육훈련 장비는 모터카 실차 2량, 

PTS 1대, CAI 30식이다.

          (3) 현장실습교육 15시간 일부를 할애하여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에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1인당 실제차량 운전실무 시간은 약 4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참관을 통한 시각교육 및 교육

내용 숙지시간으로 현장실습교육시간을 축소하고 운전실무시간을 확대하여 철도장비운전자

로서 취약한 운전취급규정에 근거한 운전취급법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 제2종전기차량 기능교육

          (1)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과정은 “일반응시자”, “면허소지자”, “철도

차량운전 경력자”,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등 교육대상자별로 모든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연간 330명 양성하고 있다.

          (2) 일반응시자의 기능교육은 현장실습교육 150시간,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200시간, 비상시 

조치 등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능교육훈련장비는 FTS 2대(철도대1, KORAIL 인재개발원 1), PTS 15대(철도대 5, KORAIL 

인재개발원 10), CAI 40식이 구비되어 있으며 1인당 FTS 훈련은 10시간, PTS 훈련은 75시간을 하고 



있으며 타 과정에 비하여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철도공사 내부직원 기능교육(면허소지자, 운전업무보조자, 철도업무경력자)

       〈표 7〉 철도공사 내부직원 기능교육 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기능교육시간 및 과목
1인당 시뮬레이터

훈련시간(40명기준)

면허소지자
․ 현장실습교육(7)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28)

․ FTS : 1.4
․ PTS : 10.5

운전업무보조

경력자 1년이상

․ 현장실습교육(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70)

․ 비상시 조치 등(10)

․ FTS : 3.5
․ PTS : 26.25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 현장실습교육(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90)

․ 비상시 조치 등(20)

․ FTS : 4.5
․ PTS : 33.75

            -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전 과정은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정으로서 기능평가시험을 위해

서는 모의운행훈련은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 면허소지자반의 경우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은 약 12시간으로 전기동차의 운행전 준비점검, 제

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및 운전취급, 화재 ․ 선로장애물 등 비상시 조치 

등을 익히고 숙달시켜야 하나 절대시간 부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28시간 보다 20시간이 

많은 48시간을 할애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훈련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응시자반이나 철도관련업무 경력자반보다 실제 운전업

무수행 경력이 있는 면허소지자반이나 운전업무보조자반의 시뮬레이터 기량이 현저히 떨어

지는 경향이 있어 일과외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보충 훈련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화재취급, 구원요청 등 이례상황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하여는 실제 운전업무 수행 

경력으로 인하여 일반인반이나 철도관련업무경력자반에 비하여 적용이나 응용력이 뛰어나다.

            - 기능교육훈련 경험상 시뮬레이터 훈련에 가장 적정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철도관련업무경력자 

반으로써 일반인반의 경우도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여도 기능시험에서 요구하는 

전기동차 운전취급 및 기기취급을 위한 시스템의 이해를 통하여 안전하게 열차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면허소지자반의 

경우에는 현행 28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전동차를 이해하고 취급하는데 적정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2-2-5 면허시험

    가. 합격기준

    - 신규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은 철도안전법령, 운전이론일반, 차량의 구조 및 기능, 시스템일

반, 비상시 조치 등 전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이론시험의 합격 기준은 철도안전법령 60점 

이상, 기타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며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표 8〉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수자 면허시험 합격률 현황

       

구 분 면허종류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율 비 고

2006년도

고속철도차량 31 31 100.0

제2종전기차량 150 145 96.7

디젤차량 60 57 95.0

철도장비 40 18 45.0

소 계 281 251 89.3

2007년도

고속철도차량 39 39 100.0

제2종전기차량 373 315 84.4

디젤차량 179 177 98.9

철도장비 87 59 67.8

소 계 678 590 87.0

2008년도

상반기

고속철도차량 24 24 100.0

제2종전기차량 75 47 62.7

디젤차량 60 43 71.7

철도장비 32 32 100.0

소계 191 146 76.4

합 계 1,150 987 85.8

    나. 시행상 문제점

    1) 필기시험

    (가) 면허시험 응시대상자는 신규응시자,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

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소지자를 

제외하고는 면허시험 공통과목으로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

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철도관련법”을 보고 있다.

    (나) 철도관련법의 교재 내용은 “철도안전법”, 철도공사 사규인“운전취급규정”, 국토

해양부고시로 고시된“철도차량운전규칙(제2종의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 신규응시자 대부분은 철도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으로 면허취득 후 특정 

철도운영기관에 취업하게 되므로 면허취득시 습득한 운전취급관련 지식을 시스템이 다른 

운영기관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면허시험 공통과목인 

“철도관련법”을 철도운전취급규칙은 기본으로 하고 철도안전법과 운전취급규정으로 분리

하여 응시대상자에 따라 선택(예 : 철도공사 직원은 운전취급규정을 선택, 일반인은 철도안전

법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기능평가 시험

    (가) 모의운전연습기를 통한 기능평가 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완벽한 자동평가시스

템을 구현하여야 하나 제2종전기차량의 경우 운전실 전환시 새로운 운전실에서의 조

치요령, 출입문 고장시 조치요령, 전동열차운전 중 장시간 전차선 단전시 조치 등 기

능평가 항목 300제 중 120제를 제외한 180제는 구술을 통하여 평가하므로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제2종전기차량 뿐 아니라 고속차량, 디젤차량에서도 대부분은 구술로 평가하므로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엄격한 선발과 지속적인 교육 필요하다.



    2-2-6 실무수습

    가. 일반사항

    1) 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방법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 9〉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면 허 종 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면 허 종 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

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실무수습 시행의 문제점

    1) 실무수습은 선로의 지형지물이나 역 위치, 제동취급 방법 등을 숙지하여 이례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차량고장 발생시 신속하게 처치하여 수송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실무수습 기준을 교육시간 또는 거리만 명시하여 기존선 연장운행구간이나 이설 구간이 짧

을 경우에는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수십번 왕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실무수습 기

준에 “왕복운행 횟수”를 추가할 필요 있다.



3.  결  론

   3-1 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교육과정이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즉 전기동차이며 이들이 

면허취득 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에 취업하였다.

     나. 그러나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운 전기동차 차종이 실제 운전하는 차종과 다르기 때문에 기기의 

명칭 및 위치나 고장조치요령이 다르고 신호시스템이 달라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 물론 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로 ․ 신호시스템, 운전취급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하여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키로미터 이상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대하여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인 철도차량운전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1) 첫째는 각 운영기관에서 필요한 철도차량운전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정해진 법에 따라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운전자로서의 능력 검증은 공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2) 둘째는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곤란한 소규모 운영기관에는 현재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여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3) 장점으로는 운전업무수행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없으며 각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운전자

를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연고지가 다른 면허취득자를 채용시 이

직 및 전직 등 인력 변동이 많아 인력 안전관리 면에서 불리함)

       4) 단점으로는 각 운영기관마다 철도차량운전면허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

법에서 정해진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예산낭비로 볼 수 있으나 재직자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직무교육에 활용하면 철저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다.

   3-2 면허교육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교육대상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일 교재를 교육 대상자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재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편찬

     나. 시설 ․ 전기 ․ 차량 ․ 통신 ․ 영업 등 철도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난해한 

교재를 철도차량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위주로 간결하고 과목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편찬

     다. 제도적으로 과목별 교육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교육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 교육시간과 이론교육시간, 기능교육시간, 과목만 지정

     라.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훈련시간을 확대하려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법적 

보유기준 이외 더 많은 시뮬레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3 면허시험의 문제 및 개선사항

     가. 면허시험의 공통과목인 “철도관련법”에 대하여 “철도운전규칙”이나 “도시철도운전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철도안전법과 철도공사 사규인 운전취급규정을 분리하여 응시자가 선택(예 : 

철도공사 직원은 운전취급규정 선택, 일반인은 철도안전법 선택 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나. 면허시험은 안전하게 열차운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 습득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철도차량운전자로서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므로 이

에 맞도록 면허시험 문제를 대폭 확보하고 자동차 면허시험 처럼 문제은행식 평가가 되어야 함



     다. 현재 기능평가 시스템은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완벽한 자동평가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구술에 의한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엄격한 선발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라. 교육수료 후 언제든지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면허시험 확대실시 

 4. 추후 연구방향

   4-1 철도차량운전자로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시뮬레이터 훈련시간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연구

   4-2 면허제도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철도운영기관에 적합한 인력을 재 교육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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