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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ent of private railroad corporations gave us many changes because of emphasizing on administration's 
effectiveness. The change has had an effect on safety management too. Most public railway corporations 
maintain their rolling stocks and facilities by their direct workers on the other hand, private railway 
corporations depend on outsourcing to cut down the cost of maintenance. But they have almost same safety 
management system. Therefore we try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wo type of corporations, especially 
workers' safety attitude and propose different safety management system depending on direct or indirect 
workers.          

국문요약

국내의 철도운영과 관련된 안전법령은 크게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의 철도운영기관은 공사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직영 직원 중

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민간철도운영기관의 출현으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철

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외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적용

하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용역과 파견근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안전관리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모색하였

다.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현 안전관리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

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을 통해 직영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들 사이, 그리고 관리직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안전의식의 수준차이를 밝히고,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본골격인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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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요 내용

제6조 시행계획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

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 7조(안전관

리규정)

①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지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 론

1.1 연구배경

2007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철도 1단계가 개통되었다. 최초의 민자 철도회사 라는 타이틀로 사회

적 관심을 가지고 출발 하였으나, 수송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못 미쳐(7% 수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2010년 1월 한국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하여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신분당선 등 민자 철도는 계속 건설 될 전망이다. 민자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 효율

성 제고를 목적으로 역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외주화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급용역이란 사업의 일부를 분리시켜 책임지도록 하여 운영하는 형태라서 원론적으로는 수급업체가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전차선로의 유지보수

를 외주화로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상에 문제로 전차선이 단선이 되었다면, 계약적으로는 수급업체가 모

든 책임을 지지만, 운행손실로 인한 원청업체(도급업체)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급업체

는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철도안전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는 철도공사와 같은 직영직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에 적합하며, 또한 연구의 포커스도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 현업

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식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목 적

본 연구를 통해 외주화로 운영되는 민간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직영과 외

주직원과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 실태를 통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본인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에 의거 구성하여 각 요소별 문항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 및 구

성원들의 의식을 고찰하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P-D-C-A 사이클 중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현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2.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국내의 안전관련 법령은 크게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철도안전법은 철

도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2.1 철도안전법령

철도안전법령은 1개의 법, 1개의 시행령, 1개의 시행규칙, 그리고 4개의 규칙(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

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차량 운송규칙,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1.1 주요내용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체계를 확립하여 공공복

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에 적용되는 주요내용은 다음 <도표1>과 같다

<도표1> 철도안전법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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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요내용

  1.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철도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0. 철도차량의 정비 등 철도차량안전에 관한 사항

  11.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12.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의 보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철도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5. 철도안전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 8조(비상대

응계획)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

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

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제 9조(종합안

전심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안전심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철도차량의 수선, 운영방법의 개선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철도차

량운전면허)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

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아햐 한다.

제22조(관제업

무수행의 필

요요건)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교육훈

련이수 등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철도종

사자의 안전

교육)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철도사

고등의 발생

시 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사고보

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2 철도안전법의 개정요구 사항

철도안전법 중 철도운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의 기본은 안전관리규정이다. 그러나 안전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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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 요 내  용

제10조(보고의 의무) 재해발생시 노동부 보고 

제10조의 2(산업재해의 기록) 산업재해발생시 기록 보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 산안법령 게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보고

제15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지정 및 보고

제16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지정 및 보고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근로자측과 사업주측위원 동수로 구성

하여 분기별 실시)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명시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명시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명시 

제32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명시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크레인, 교류아크용접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방호조치 등 명시

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철도공사와 같이 직영직원이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어 있어,

그 유지보수를 외주화에 의존하는 민간 철동운영기관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

전관리규정 작성시 외주업체에 대한 선정 및 유지보수 관리방안이 추가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2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 1개의 시행령, 1개의 시행규칙과 3개의 규칙(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2.1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보

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운영기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은 <도표2>와 같다.

<도표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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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검사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안전검사 기준 명시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에 대

한 기준 명시

제42조작업환경 측정 인체에 유해한 작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에 관한 사항 

제43조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일반/수시/임시/특수검진)

2.2.2 개정 요구 사항

현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도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을

제시하고 있고,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안전관리협의체 운영등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건설업, 제조업, 선박건조업 등에만 적용하고 있어, 철도운송업에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관련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없이 수급업체 직원들을 소집하고 점

검하는 것이 위장도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장도급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

히 설명할 것이다.

2.3 파견근로와 도급용역

IMF 금융위기 후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불어닥친 다운사이징, 리프레임밍, 및 아웃소싱 영향으로

고용시장에서도 파견근로 및 도급용역이 활발해 졌다. 이 현상은 안전관리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파견근로와 도급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3.1 파견근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 <그림1>

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고용계약관계 지휘․명령관계

근로자파견계약

<그림1> 파견근로 상호관계도

2.3.2 도급용역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림2> 같은 관계

가 성립된다. 즉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위 명령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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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도  급  인

근  로  자

고용계약관계

지휘․명령관계

도급계약

<그림2> 도급용역 상호관계도

2.3.3 안전관리 측면 비교

파견근로와 용역과의 차이점 즉, 원도급업체 혹은 사용사업주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도표3>과 같다.

<도표3> 파견근로와 도급용역 구분

구 분 파견근로 도급용역

노무관리 직접 노무관리 함(관리가 용이) 노무관리 관여 못함

계약기간 제한
최대 2년까지 가능, 2년이 지나면 

직원으로 채용해야 함.
기간 제한 없음

산업안전보건 책임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공동책임 수급업 사업주

위장도급이란 형태가 발생한 이유는 명목은 도급계약을 취하면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를 직.간접적으로 하면(파견근로)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급업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위 위장도급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위장도급으로 판명이 나면,

행정관청이 수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급용역에 있어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실제적인 관리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위장도급인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단순한 업무지시 여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그 판단 근거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② 업무 지시․감독권 ③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및 징계권

따라서, 위장도급으로 판명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며, 수급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대리인을 통해 모든 지시. 감독이 이루어져

야 한다.

2.4 안전경영시스템

안전경영시스템(OHSAS18001)은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시스템화 하기위

한 가이드라인으로 ISO 시리즈(품질인증, 환경인증)로는 채택이 되지는 않았으나 안전보건에 있어서 세

계적으로 인증되는 시스템이고 그 구성요소는 다음 <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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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참고문헌)

OHSAS 18001, ISO 14001:1996, ISO 9001:1994

의 상호관계

<도표4> 안전경영시스템(OHSAS18001) 구성 요소

그러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 보호대상은 작업장내 근로자로 철도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ISO

품질인증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목

적은 승객을 안전하게 예정된 시간에 운송하는 것이기에 품질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구성요소에 누락된 부분 중 하나가 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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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e/k)2 N-1
+1

P(1-P)

분야
소속 구분

합계
직영 외주

합계 36 73 109

차량 8 11 19

토목궤도 6 13 19

건축기계 6 14 20

송변전 5 9 14

전차선 3 10 13

신호 3 8 11

통신 2 8 10

열차운행 3 0 3

이루어져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철도에서의 품질이란, 고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해진 시간에

수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민간철도운영기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3.1 설문개요

3.1.1 모집단 선정 및 표집방법

민간 철도운영기관의 종사자라 함은 현재 코레일공항철도와 메트로9호선운영(주) 구분할 수 있으나,

메트로9호선운영(주)의 경우 영업과 시설부분 유지보수를 거의 직영직원들이 하고 있어, 직영 직원들과

외주직원들 사이의 의식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상이해 코레일공항철도 직영, 외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본수는 다음 공식에 의거 모집하였다.

n : 필요한 표본의 크기 N : 모집단의 크기 : 600명

e : 요구정밀도(허용 최대오차), 0.1 P : 예상되는 모집단의 비율, 0.5

k : 신뢰수준 0.95 이면 k=1.96

계산하면 모집단의 수가 최소 97명이상이 요구된다. 표집방법은 비례유층표집을 통하여 8개 외주업체

직원들이 골고루 분포하게 표집하였고, 또한 일반 직원과 관리책임자를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분야별 표

집인원은 다음 <도표5> 와 같다.

<도표5> 각 분야별 표본 구성

3.1.2 설문항목 구성 및 빈도

설문항목을 설계함에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본인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에 의거 구성

하여 각 요소별 문항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 및 구성원들의 의식을 고찰하였고, 그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Q1. 경영자는 경영방침에 안전을 명문화 한다.(안전이 사훈 혹은 비전 등에 포함되어 있다)

① 그렇다 : 71명(65.1%) ② 그렇지 않다 : 3명(2.8%) ③ 잘 모르겠음 : 35명(32.1%)

Q2. 경영진은 안전을 주제로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

① 그렇다 : 78명(71.6%) ② 그렇지 않다 : 7명(6.4%) ③ 잘 모르겠음 : 24명(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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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귀하는 귀사의 안전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89명(81.7%) ② 모름 : 18명(16.5%) ③ 안전목표 없음 : 2명(1.8%)

Q4. 귀 팀(소속)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82명(75.2%) ② 아니오 : 15명(13.8%) ③ 잘 모르겠음 : 12명(11%)

Q5. 만약 귀 팀(소속)의 안전계획을 수립한다면(혹은 수립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① 안전목표 : 9명(8.3%) ② 위험요인 발굴 : 48명(44%) ③ 위험성 평가 : 20명(18.3%)

④ 법규, 규정의 요구사항 : 9명(8.3%) ⑤ 조직운영(역할과 책임) : 23명(21%)

Q6. 현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의식도 변화하고 행동도 바뀐다. : 49명(45%)

② 의식은 변화하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 50명(45.9%)

③ 의식은 변화하지 아니하나, 행동은 바뀐다. : 1명(0.9%)

④ 의식, 행동 모두 바뀌지 않는다. : 9명(8.3%)

Q7. 최근 1년 동안 받은 안전교육 중 정말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느꼈던 횟수는 몇 회 입니까?

① 거의 없음 : 15명(13.8%) ② 1~2회 : 46명(42.2%) ③ 3~4회 : 37명(33.9%)

④ 5회~6회 : 10명(9.2%) ⑤ 7회 이상 :１명(0.9%)

Q8. 안전교육을 받고 나면 그 효과(행동 및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① 효과 없음 : 4명(3.7%) ② 1주 이내 : 23명(21.1%) ③ 2주~3주 : 29명(26.6%)

④ 3주~4주 : 25명(22.9%) ⑤ 한달 이상 : 28명(25.7%)

Q9. 안전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① 우수한 강사요원 양성 : 44명(40.4%)

② 풍부한 강의자료 확보 : 34명(31.2%)

③ 훌륭한 강의실 확보 : 2명(1.8%)

④ 안전교육 시간 확보 : 27명(24.8%)

⑤ 기타 : 2명(1.8%)

Q10. 여름철 선로변 도보점검을 할 때 감시자가 없을 경우 안전모 착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① 착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착용한다. : 27명(24.8%)

②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규정상 의무이므로 착용한다. : 75명(68.8%)

③ 착용할 필요는 있으나 착용하지 않는다. : 1명(0.9%)

④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착용하지 않는다. : 6명(5.5%)

Q11. 귀하가 소속한 사업장(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① 안전시설 42명(38.5%)

② 안전교육 : 6명(5.5%)

③ 상급자(관리자의 경우 직원)의 안전의식 : 31명(28.4%)

④ 과중한 업무 : 13명(11.9%)

⑤ 기타( ) : 17명(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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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귀하가 소속한 사업장(작업장)에서 안전을 고려할 때 가장 잘 되어있는 항목은?

① 안전시설 : 23명(21.1%)

② 안전교육 : 44명(40.4%)

③ 상급자(관리자의 경우 직원)의 안전의식 : 20명(18.3%)

④ 적당한 근무형태 : 14명(12.8%)

⑤ 기타( ) : 8명(7.3%)

Q13. 귀하의 회사는 안전을 주제로 정기적인 내부 심사(점검 포함)가 이루어 집니까?

① 예 : 71명(65.1%) ② 아니오 : 12명(11%) ③ 모름 : 26명(23.9%)

Q14. 귀하께서 안전에 관한 심사 혹은 점검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 할 항목은?

①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 34명(31.2%)

②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 48명(44%)

③ 안전교육 이행 실태 : 9명(8.3%)

④ 안전점검 이행 실태 : 18명(16.5%)

Q15. 안전담당부서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16-1번에 설문해 주세요 : 60명(55%)

② 아니오 → 16-2번, 16-3번에 응답해 주세요 : 49명(45%)

Q16-1) 안전담당 부서의 안전활동 중 가장 잘 수행된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① 철도운행안전 : 39명(65%)

② 직무 안전보건 : 13명(21.7%)

③ 소방안전(화재예방) : 8명(13.3%)

④ 사고조사 : 0명

Q16-2) 안전담당 부서의 안전활동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① 철도운행안전 : 14명(28.6%)

② 직무 안전보건 : 15명(30.0%)

③ 소방안전(화재예방) : 1명(2%)

④ 사고조사 : 20명(40.8%)

⑤ 기타( )

Q16-3) 안전담당 부서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적위주의 업무 추진 : 5명(16.3%)

②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과다한 서류 생산) : 27명(55.1%)

③ 현업의 업무 이해도 부족 : 14명(28.6%)

④ 전문인력 부족 : 3명(6.1%)

Q17. 귀하의 연령은?

① 20~30세 : 18명(16.5%) ② 31세~40세 : 41명(37.6%) ③41~50세 : 31명(28.4%)

④ 50세 이상 : 19명(17.4%)

Q19. 현업 근속연수는? (회사가 달라도 동종 일을 했다면 그 합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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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직  영 외  주 계

의식도 변화하고 행동도 바뀐다. 25명(69.4%) 24명(32.9%) 49명(45%)

의식은 변화하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7명(19.4%) 43명(58.9%) 50명(45.9%)

의식은 변화없고, 행동이 바뀐다 1명(2.8%) 0명 1명(9%)

의식, 행동 모두 바뀌지 않는다. 3명(8.3%) 6명(8.2%) 9명(8.3%)

구 분 값
점근 

표준오차(a)

근사 T 

값(b)
근사 유의확률

람다

대칭적 .211 .110 1.765 .077

안전교육효과 종속 .305 .080 3.341 .001

소속 종속 .056 .191 .283 .777

① 1년 미만 : 6명(5.5%) ②1년 이상~5년 미만 : 71명(65.1%)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명(9.2%) ④ 10년 이상 : 22명(20.2%)

Q20. 귀하의 직책은?

① 팀원 : 99명(91.7%) ② 팀장/소장 :10명(9.2%)

Q21. 소속 구분 ① 직영 : 36명(33%) ② 외주용역 : 73명(67%)

3.1.3 교차분석 결과

설문결과를 가지고 직영 직원과 외주직원과의 의식차이를 알기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도표6>과 <도표7>과 같다.

- 귀무가설(H0) : 직영직원과 외주직원 사이 안전교육 효과에 대한 인지율이 같다.

- 대립가설(H1) : 직영직원과 외주직원 사이 안전교육 효과에 대한 인지율에 차이가 있다.

- 유의수준 α = 0.05

- 람다계수 범위별 의미

0 ≦람다계수< 0.1 : 변인간 관계가 거의 없다

0.1≦람다계수< 0.3 : 변인간 관계가 어느정도 있다

0.3≦람다계수< 0.5 : 변인간 관계가 상당히 있다

0.5≦람다계수< 0.8 : 변인간 관계가 매우 깊다

0.8≦람다계수≦ 1.0 : 변인간 관계가 거의 일치한다

Q6. 현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표6> 안전교육효과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도표7> 교차분석 방향성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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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척도표시법 적용이 용이함
인자간 상대적 중요도 파악곤란, 질문의 표

현방법에 따라 응답다름

순위척도법
인간의 사고방식에 적합하고적용이 용

이함

- 순위는 우선도를 나타낼 뿐 가 중치나 

인자간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이 곤란

- 우선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자체가 

임의적일 수 있음

- 조사항목이 많으면 왜곡된 결과 도출

점수

할당법

- 점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균형잡힌 

상대적 중요도의 도출이 가능

- 가중치 도출이 신속․용이함

- 인자수가 증가하면 배점이 곤란

- 인자의 측정단뒤, 상한과 하한, 과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함

다중회귀

분석법
작성자의 저항감이 없음

- 다수의 프로필을 준비해야 함

- 프로필의 설계와 구성이 곤란

개인질문법

- 전문가 방법보다 다양성 확보가 가

능

- 대항자의 의식측정을 기초로 하는 

계량심리학적인 방법

- 보편적 객관성의 확보가능

- 설문자 수가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

- 국민적 이해가 어려운 내용에는 적용이 

곤란함

교환분석법 - 이론적 타당성을 잘 갖춤 질문/응답에 많은 시간/노력 필요

계층

분석법

- 숫자를 지표로 사용하므로 인자들의 

영향을 상대적 크기로 표시가능

- 대안별 종합적 비교․검토가능

- 판단의 적합성 검토가 가능

- 전문가집단으로 조사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컨조인트 -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이용가능

- 분석 결과

․ 유의확률이 0.01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즉 두 집단간의 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람다계수도 0.305로 두 변인간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철도안전대책의 중요도 산정을 위한 AHP분석

4.1 방법론의 검토

평가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조사목적, 항목의 중요도, 체계구성 그리고 설

문조사의 용이성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표적인 가중치 산정방법으로는 다음의 <도표

8>과 같이 척도표시법, 순위척도법, 전문가에 의한 점수할당법, 다중회귀분석법, 교환분석법, 개인 질문

법, 집단설문법, 계층분석법, 컨조인트분석 등이 있다.

<도표 8> 가중치 산정방법 장․단점

비교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철도안전대책의 중요도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간 가중치산정을 고려할 때

인자간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론은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자간의 중요도 파악이

가능하고 작성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균형잡힌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계층적 분석법

(AHP)”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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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HP분석의 개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다목표의사결정(Multi- Objectives Decision Making)을 위

한 기법의 하나로 Thomas. L. Saaty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목표와 관련 요소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파

악하여 목표의 복잡성에 대한 유연성을 갖게 한다. 즉 AHP는 비구조적인 문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특성들을 선정하고 이를 작은 특성들로 분화하여 계층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의 중요

도를 이원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일관성 있게 결정한다.

이 기법은 정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요인도 수용하는 매우 유연한 의사결정기법으로서

수학적인 이론보다는 직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요인과 명확한 구조를 가진다. 둘째,

복잡하고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인 관계를 1:1 비교하여 중요도를

분석한다. 셋째, 시스템 접근을 통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조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접

근을 통하여 경험을 살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넷째, 관계자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각의 의사를

1:1 비교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AHP기법은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분야의 비구조적인 문제

를 모델링함에 있어서 계통적 오류를 줄여갈 수 있는 기법으로 특히 교통분야에 있어서 서비스평가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AHP분석은 상위계층의 속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대안 또는 각 평가항목을 평가할 때 두 항목만

을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 혹은 우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상위계층에 있는 항목들의 목

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직계 하위계층의 항목들을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며 쌍대비교를 통해

상위항목에 기여하는 정도를 9점 척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위계층이 n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면 모두 n(n-1)/2회의 비교를 하게 된다. 이러한 쌍대비교를 통해 각 계층별로 평가항목의 상대

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각 항목의 가중치를 구하며 하위계층의 가중치를 구하고

다시 상위계층의 가중치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가중치를 구한다. AHP 분석은 평가항목의 정리,

MODEL 계층도 작성, 쌍대비교, 종합 중요도 결정, 민감도 분석 등의 순서를 거쳐 이루어진다.

AHP의 이원비교방법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도출이 용이하고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있으나 평가자가 두 가지씩 평가기준을 비교할 때 객관성을 띤 일관된 평가를 하기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AHP 기법의 개발자인 Saaty는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이라는 지표를 제시하였고 특히 CR 지표 값이 10%(0.1)이하가 되어야 설문응답

자가 논리적 모순 없이 판단한 것으로 간주한다.

4.3 AHP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4.3.1 계층구조 및 조사표

일반적으로 AHP분석을 위해서는 계층구조를 결정해야 하므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계층구조를 다

음의 <그림 3>과 같이 설정한다. 제1계층으로는 안전관리스템의를 PDCA개념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체계

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방침, 계획, 이행 및 운영, 점검 및 조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제2계층으로는 계

획단계는 목표, 위험관리, 법규요구사항을, 이행 및 운영단계에서는 조직 및 역할, 교육훈련, 문서화, 비

상대응으로 구분하였고, 점검 및 조치단계에서는 평가, 지적사항조치, 사고조사 등 각 세부항목으로 구

분하여 모두 2계층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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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철도안전대책의 중요도산출을 위한 AHP 계층구조

<도표 9>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방 침 최고 경영자에 의해 선언된 공식적인 안전관련 의지(사훈, 비전 등)

계획

목    표 안전 성과와 관련한 목적으로 가능한 정량화로 표기

위험관리
위험요인 발굴과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및 관리 방안

법규요구사항
법규 및 사규 등에서 요구한 안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

동 자가용승용차

이행

운영 

조직 및 역할 안전관련 조직의 구성과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명문화

교육훈련 안전교육 및 훈련이 정기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행되는지 파악

문서화 안전 관련 사항이 잘 기록되고 유지되는지 파악

비상대응
실제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구성, 매뉴얼, 및 정기적인 훈련

의 실시 여부

점검

조치  

내․외심사

(평가)
계획된 사항들이 잘 이행되는지 주기적인 심사 및 기록유지 현황

지적사항 

조치

심사(점검)를 통해  도출된 지적 사항이 얼마나 잘 조치가 되고, 그 절차의 

적합성 여부

사고조사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 및 실행이 적절한지 

여부 

4.3.2 조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AHP분석에 있어서 설문대상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설문대상자가 AHP조사와 관련하여 주요 내

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뚜렷한 주관이 없을 시에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비일관성비율(Inconsistency Ratio)로 직결되어 유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설문대상자 중 철도안전관리분야에 비교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담당

업무의 책임자급을 20명을 표본추출하였다.

4.3.3 AHP분석 결과

4.3.3.1 이원비교 및 일관성 비율 검토

AHP분석을 위한 이원비교는 Sat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고, 개인별로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 CR) 지표값을 분석하여 이 값이 15%(0.15) 이상이 되어 응답에 논리적 모순을 보

인 것으로 판된되는 6명의 응답표를 제외하여 총 16명에 대한 자료로 AHP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개

인별로 일관성을 보인 전문가 16명의 이원비교 결과에 대해 각 항목별로 기하평균을 구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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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계층 제2계층 통합결과

구분 중요도 순위 구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방침 0.3733 1 0.373 1

계획 0.3373 2

목표 0.2914 3 0.098 4

위험관리 0.3881 1 0.131 2

법규요구사항 0.3205 2 0.108 3

이행 및 운영 0.1307 4
조직 및 역할 0.1795 4 0.023 11

교육훈련 0.2225 2 0.029 9

AHP분석 구조도에서 제시한 각 단계별 평균행렬을 구해보면 다음의 <도표 10>에서 <도표 13>과 같다.

<도표 10>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별 중요도 1계층 평균행렬

구분 방침 계획 이행 및 운영 점검 및 조치

방침 1 0.6898648 3.5652049 2.8369094

계획 1.4495593 1 1.6598701 1.7826025

이행 및 운영 0.2804888 0.6024568 1 0.7154845

점검 및 조치 0.3524963 0.5609776 1.3976542 1

<도표 11>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별 중요도 2계층 평균행렬(계획 기준)

구분 목표 위험관리 법규요구사항

목표 1 1.0456396 0.659754

위험관리 0.9563525 1 1.6598701

법규요구사항 1.5157166 0.6024568 1

<도표 12>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별 중요도 2계층 평균행렬(이행 및 운영 기준)

구분 조직 및 역할 교육훈련 문서화 비상대응

조직 및 역할 1 0.5 0.659754 1.2167287

교육훈련 2 1 0.850283 0.461054

문서화 1.5157166 1.176079 1 3.77635

비상대응 0.8218759 2.1689435 0.264806 1

<도표 13>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별 중요도 2계층 평균행렬(점검 및 조치기준)

구분 평가 지적사항조치 사고조사

평가 1 2.0476725 0.8705506

지적사항조치 0.4883593 1 0.850283

사고조사 1.1486984 1.176079 1

4.3.3.2 중요도분석

각 계층별 요소들의 이원비교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해 보면 우선 제1계층에서는 4개의 항목 중

“방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획, 점검 및 조치, 이행 및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2계층 중 계획단계에서는 “위험관리”가, 이행 및 운영단계에서는 “문서화”가, 점검 및 조치단

계에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종합한 복합우선순위(composit or global priorities)를 구해 보면 “방침”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위험관리”, “법규요구사항”, “목표”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14>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 요소별 중요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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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0.3872 1 0.051 7

비상대응 0.2108 3 0.028 10

점검 및 조치 0.1587 3

평가 0.3965 1 0.063 5

지적사항조치 0.2420 3 0.038 8

사고조사 0.3615 2 0.057 6

5. 결론 및 향후 과제

5.1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철도운영기관에 종사하는 직영직원과 외주직원간에 어떠한 의식차이를 검토하였

고, AHP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철도종사자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도출하

였다. 따라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철도안전법에 의거 실시하는 종합안전심사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적

접근이란, 각 철도운영기관이 그 특성에 맞는 안전에 관한 경영방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 시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 여기서 특히 내부심사(점검)는 주로 안전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데 그 타당성 및 신뢰도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철도안전법에서도 적용을

하여 내부 심사요원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여러 외주업체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민간철도운영기관의 경우 외주업체

관리방안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각 부분별로 용역계약서에 의거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

건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강제 적용시키면 위장도급 이라는 부분도 어느정

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정부(국토해양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관리규정 작성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하나의 파트로 구성되어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결과에도 보여진 것처럼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확보가 중요하나, 실제

철도운영기관이 우수한 안전강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 또한 임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부

분이다. 따라서 정부(국토해양부)차원에서 안전강사 양성하고, 운영기관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방침으로 분석되었다. 방침이란 최고 경영

자에 의해 선언된 공식적인 안전관련 의지로 사훈, 비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안전뿐만 품질, 환경인

증 시스템에도 방침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요소로 할 수 있다.

5.2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코레일공항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지만, 향후 신분

당선 등 유사기관으로 설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AHP 분석을 실제 안전경영시스템 운영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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