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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iderable numbers of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in railway industrials due to human errors by the 
railway operators, and we recognised that the design of work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nfluence the 
way people behavior. Human factors are a significant contribute to the occurrence of incidents, and that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 need to be designed to railway safety.
In order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guideline for railway operators, we performed 
investigation not only existing internal training programs and external railway and other industrial's training 
programs but also education engineering theory and expert interview. As a result we make up guideline to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e guideline are composed 10 section.    
------------------------------------------------------------------------------------

1.  서  론

  철도분야에 한 인 라 개발과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철도산업은 운송 수단의 핵심 요소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규모 운송수단인 철도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 ․물  피해 뿐 만아니라, 국가 으

로도 큰 경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05년부터 2007년간 항공․철도 사고조사 원회에서 조사한 철도 사고  인 오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는 체 사고의 49%(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 업무종사

자의 과실과 운 취 자나 제사의 과실, 자동차 운 자  시공자의 과실, 기타 유지 리  시공불량

으로 밝 졌다. 안 과 직결되어 있는 철도 종사자의 지식과 기술 등을 지속 으로 보존하고, 증가시키

는 방법으로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이 가장 요하다고 지 한 바 있다(Johnston & Packer. 

1987). 이와 같이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철도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 교육훈련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우선 순위 평가,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하는 교육훈련 옵션 분석 등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체계를 제시가 없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종사

자에 한 행 교육훈련체계의 재검토와 함께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한 

교육훈련체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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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체계 이론적 근거

kk
텍스트 상자   
철도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실행을 위한 지침 개발



  교육훈련체계의 개념  구성은 일반체계이론과 기존의 교육훈련체계의 개념을 기 로 검토할 수 있

다. 일반체계론에서 체계를 ‘공동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유기 으로 상호작용하는 하 체계의 집합’

이라고 정의한다. 한 하 체계로는 투입, 환, 산출을 상정하고 체계에 향을 주는 요소로 환경을 

제시한다(장은주. 2000). 이러한 체계론의 틀을 심으로 교육훈련제도를 분석한 는 박경효, 하태권

(1996)의 가 있다. 투입요소, 환요소, 산출요소로 분류하여 앞서 제시한 내용  구성요소를 분석기

으로 배치하고 있다. 투입요소에서는 훈련수요분석, 훈련 상자의 선정, 교육훈련시기의 분석기 을 제

시하고 있으며, 환요소로는 교육과정체계, 교육자의 자질과 사기, 교육여건, 교육방법 등의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출요소는 교육효과의 평가를 기 으로 분석하 다. 

  MIL-STD의 교육훈련 체계의 구성요소는 교육훈련 상황분석,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리계획, 교육

훈련 리, 교육훈련 기술 요구사항 확인, 교육훈련 실행계획, 교육훈련 실행 리, 교육훈련 평가 계획, 

교육훈련 기술평가, 교육훈련시스템 안정의, 교육훈련시스템 수정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시설 요구

사항 정의, 교육훈련 시스템 지원요소, 교육자를 한 교육훈련 요소, 교육훈련 직무분석, 학습분석, 매체

선택, 교육개발, 매체 설계, 매체 생산, 교 을 한 교육훈련 요소들의 계획 수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그 

이후 교육훈련을 평가/검토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MIIL-STD의 교육훈련 체계

  Railway Safety Good Practice in Training의 경우 교육훈련의 요구사항으로 훈련 프로그램 디자인

(Plan), 훈련 실행(Do), 훈련의 평가(Evaluating)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훈련 필요성 분석(TNA), 운영상의 직무 분석(OTA), 교육훈련 정의분석(TDA), 교육훈련 옵션분석

(TOA), 계층적 직무분석(HTA)등의 기법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아래 <표 3>과 같다.



도표 1.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법

구   분 정   의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TNA)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요소를 도출하여 최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

운영상의 직무 분석(OTA)
 TNA의 첫 번째 단계로 개인이나 조직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직무와 세부 직무를 자세히 정의 하는 단계

계층적 직무 분석(HTA)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해야 할 모든 역할, 활동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
는 활동들을 정의

요소간의 상호작용 분석
 HTA 분석이 완료되면, 직무 구성요소들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상태와 기준 확립
 구성요소 각각의 상태에 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활동 수준 절차 
및 정확성 등을 확인

교육훈련 우선순위 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 중
요성, 빈도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우선선위를 결정

교육훈련 정의 분석(TDA)
 교육훈련의 항목 요건을 정의 하는 단계로 이는 기초지식, 적성 그리
고 교육훈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정의

평가 방법  교육훈련에 요구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는 단계

적합성 평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성과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환경을 평
가하는 단계

교육훈련 옵션 분석(TOA)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훈련생에게 전달하는 미디어를 선택하
고, 이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비용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

교육훈련 미디어 선택
 교육훈련을 함에 있어 요구 되는 요건을 충적시키는 최적의 미디어를 
선택

리스크 및 비용평가
 새로운 교육훈련법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리스크와 미디어 사용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

 

3.  교육훈련체계 설계 방법

  교육훈련은 재 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안 사고 는 사건을 해결하기 해 교육훈련

을 통해 부족할지 모를 지식 는 기술, 태도를 철도안 업무종사자에게 습득시키고 안 에 

한 행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교육훈련체계를 개발하기 해서는 

구체 인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체계 설계 과정은 왜 교육을 하며, 무슨 내용을 교육

하고, 어떻게 달하며, 어떤 교재와 보조자료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미래철도개발사업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연구에서 개발한 교육훈련체계  지침은 교육훈련설

계에 한 설계 이론, 문가 자문, 국내․외 철도법령, 타 산업이 교육훈련체계 분석을 통하여 

구축되었다.

  국내  해외의 교육훈련 체계를 살펴보면, 안 과 련된 교육훈련 체계가 아닌 

Knowledge, Skill, Attitude에 한 개선을 목 으로 한 교육훈련 체계이며, 내용은 운 면허종

사자, 제사등의 면허교육  지식습득의 목 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 에 한 행 를 개선

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훈련체계 설계이론과 문가 자문을 



이용하여 안 에 한 행 를 변경할 수 있는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교육공학 분야의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교육방법  평가의 사항과 교육훈련담당자(교수)와 철도안 종사자들의 심리

인 부분도 반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  지침을 설계하 다.

4.  교육훈련체계 설계 및 지침 구축 방안

  4.1 안 교육훈련체계

  안 교육훈련체계는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 , 교육훈련 요구분석, 안 업무 직무 

분석, 교육훈련 매체 선택,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실행, 교육훈련에 한 성

과 측정  평가의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을 포함 한 10장의 세부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그림 2. 철도안 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

  4.2 안 교육훈련체계 세부 지침 구성

  안 교육훈련체계에 한 세부 지침의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제1장 총 칙

   행 철도종사자 등에 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안 교육에 한 부분이 미약하고, 안

에 한 교육훈련의 구체 인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안 교육훈련체계 세부 지침은 운 기 이 교육

훈련을 함에 있어 체계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론  일반 인 사항에 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총칙의 구성은 지침의 목 , 책임과 의무, 용범 , 용규정, 용어정의로 구성된다. 

  2) 제2장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목표설정의 구성은 교육훈련 목표설정의 목 , 실시 주체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에 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훈련 목표설정에서는 철도 안 업무종사자의 직무오류에 기인하는 안 사고를 

사 에 방하기 해 철도운   교육훈련 기 의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한다. 교육훈련 목표 설정의 

실시주체는 문교육훈련기 , 철도운 기 , 철도안 문교육훈련기 의 장으로 한다. 

  3) 제3장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의 목 , 교육훈련의 요구사항 정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다. 요구사항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①교육훈련으로 해결

해야 할 업무  조직의 요구, ②해당 교육훈련 활동의 학습 상자, ③해결해야 할 주요 직무에 련된 

내용 ④교육을 통해 기 되는 학습결과이다. 

   4) 교육훈련 요구분석



  철도업무종사자에 한 안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악하여 교육훈련의 

내용과 필요 정도를 악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으며, 교육훈련 요구분석 차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요구분석 차의 세부 내용으로는 조사의 설계, 조사의 실행,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침 해설서에 구체 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5) 안 업무 직무분석

  안 업무 직무 분석은 철도안 종사자의 안 에 한 교육훈련에 하여 직무분석의 실시  활용과 

교육훈련의 우선순 를 도출할 목 으로 기술되었다. 직무분석의 차 내용  직무분석의 실시와 련

된 자문과 지원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6) 교육훈련 매체선택

  행 철도의 교육훈련 제도에는 교육훈련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에 한 규정이 없다. 본 

교육훈련체계의 지침은 교육훈련 시 효율 인 매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

의 경우, Railway Safety에서 발간한 Good Practice in Training은 교육훈련에 한 매체선택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미 국방성의 MIL-STD-1397D에서 교육훈련 매체의 선택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교육훈련체계 지침에서는 교육훈련 매체선택 시 아래 7가지의 고려사항에 해 규정하고 있다. 

  ① 매체는 교육훈련과 실제 장에서의 업무와의 연계가 명확해야 한다.

  ② 매체는 교육훈련 과정을 진시켜야한다.

  ③ 매체는 교육훈련과정상의 학습자들에게 이 맞춰져야한다.

  ④ 매체는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 되어야 한다.

  ⑤ 매체는 교육훈련을 받는 학습자들의 요구와 부합해야 한다.

  ⑥ 매체의 사용은 어렵지 않아야 한다.

  ⑦ 매체의 교육목 은 명확해야 한다.

  7)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행 철도안 법과 철도안 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내용이 언 되어 있지 

않다. 본 교육훈련체계 지침은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시 교육훈련기 ․철도안 문기 ․철도운

자등에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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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

기 해 CRM(Crew Resource Management)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개발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배

포하 다. 한 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안 업무종사자에 한 인  오류 방지를 해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내용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8) 교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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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본 교육훈련체계 지침에서는 교

육훈련 계획 목 , 실시주체, 용규정, 교육훈련 수립 시 일반 인 사항, 교육훈련 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교육생 선발  기간, 교육 유형의 선택등을 규정하여, 교육훈련기 ․철도안 문기 ․철도

운 자등에서 교육훈련 계획 시 필요한 정보  사항에 해 규정을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9) 교육훈련 실행

   교육훈련 실행이라 함은 교육훈련 목표설정, 교육훈련 요구사항 정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안 업무 



직무 분석, 교육훈련 매체 선택,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실시하는 것

을 말한다.

  교육훈련 실행 시 수해야할 사항, 안 교육 담당자의 자격기 , 실행 시 고려사항, 교육방법, 결과 

기록  사후 리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교육훈련 성과측정  평가

  교육훈련 평가는 교육훈련 평가의 정의, 목 , 실시주체, 교육훈련 평가 시 일반 인 사항, 교육훈련 

평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훈련 평가는 ①실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는지, ②교육훈련의 주제, 내용, 방법 등

이 하 는지, ③향후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④피드백 할 수 있는 교육성과 정보를 정리․기록, ⑤실

시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는지를 검토한다.

  본 교육훈련체계 지침은 교육훈련 평가모델로서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성과평가를 제시한다. 

  반응평가는 교육 장에서 강의 평가 는 교육과정 정리를 해서 실시되는 활동으로, 교육의 효과 

는 성과를 단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교육 과정과 운 상의 문제 을 수정하고 보완함

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된다.

  학습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지식, 기능, 태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해 실시된다. 이 평가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도 하며, 교육 과정의 종료 후 교육을 통해 학습된 원리, 사실, 기술, 기능에 한 

학습자의 이해  습득 정도를 평가할 목 으로 사용된다.

  행동평가는 학습자가 학습 장면에서 배운 지식, 기능, 태도를 업에서 얼마나 활용 되는지를 평가하

기 때문에 ‘” 업 용도 평가’라고 불린다. 이 수 의 평가는 업에서 학습의 이가 생겼는가를 평가

의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 환경의 향을 많이 받게 되며 학습자 외에도 동료나 상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의 최종 목 의 달성  변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의 성과향

상지표(원가 감, 효율성개선, 불평 감소, 품질 향상 등)를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사용 된다.

5.  결 론                

   

 의 생활과 매우 하게 련된 철도 산업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 ․물  피해를 동반한 형 참

사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철도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래해 철도 산업에 심각한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동안 구지하철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며 이에 한 책으로 차량  시설에 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 사고는 많이 었지만, 조직 시스템과 인 요인에 의한 사고는 여 히 발생되

고 있다. 그러나 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의 원인과 이에 한 근본 인 책 등이 체계 으로 이

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철도 안 성에 한 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안 업무종사자 교육훈련체계와 체계 인 지침의 개발은 인 오류를 감시켜 에 

한 철도의 안 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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