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철도사고 상설 안전∙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and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Permanent Railway Accident in Seoul 

이상휘*†, 최선화**. 이윤진**, 김현주**, 권미선**, 최영식* 

Sang-Hwi Lee*†, Seon-Hwa Choi**, Yun-Jin Lee**, Hyun-Joo Kim**, Mi-Sun Kwon**, Young-Sik Choi*

 
Abstract  Considering the present operating system, which has an independent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each railway operator, information on the risk factors of 
railway accidents and major railway accidents is not efficiently shared. As a 
result, information on railway accidents and mutual cooperation / And the lik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railway operation in Seoul and th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ailway accidents related laws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reporting system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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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운영자 별로 독립된 안전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고려할 때 

철도사고 위험요소 및 주요 철도사고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철도사고 정보와 사고예방에 대한 상호협력 ‧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철도사고 조사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시 관내 철도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조직에 대해 

알아보고,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울시 철도사고 상설 안전 ‧ 조사 기구’(가칭)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어 : 철도운영자, 안전관리 체계, 철도사고, 안전관리 조직, 안전 ‧ 조사 기구

1. 서 론

서울시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주요 철도사고에 대해 

감사위원회 산하 조사 담당관실에서 철도사고를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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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복되는 유사 ․ 동종 사고를 볼 때 현재의 

철도안전관리 체계로는 복잡한 철도시스템의 

여러 요인에서 발생되는 철도사고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2. 본 론

2.1 서울시 관내 철도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조직

 2.1.1 서울시 관내 철도운영 현황

  2017년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철도노선은 15개 노선으로, 철도운영자는 6개로 표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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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1-7].                                                                                                                                                                                    

또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가시화 된다면 

추후 서울시는 더 많은 철도운영자가 존재하게 

된다. 

Table 1 Railway Operation Status in Seoul City

 2.1.2 서울시 철도안전관리 조직

 서울시는 교통본부 교통정책관 산하에 도시철도 

관리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 관리팀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하여 철도운영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2.1.3 서울시 도시철도 관리조직의 문제점

 서울시에는 도시철도 관리팀과 주요사고 

발생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조사팀이 있다. 

도시철도 관리팀의 경우 철도관련 전문지식과 

철도운영의 실무 경험이 없으며, 철도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 훈련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철도운영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주요 

철도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안전에 관련된 

여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각 철도운영자가간 

상호협력 ․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4 서울시 관내 철도운영자 안전관리                     

조직의 문제점

서울시 관내의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내부 안전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전체계에 의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비롯한 사고방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운행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비롯한 주요 철도사고는 효율적인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철도운영자 별로 사고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내 철도운영자는 사고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대해 상호협력 할 수 

없는 구조로 동종 ․ 유사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2.1.5 서울시 철도사고 상설 안전 ․ 조사기구

의 정책적 제언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 등의 보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 해야 하는 철도사고 등)에 해당되는 

철도사고는 항공 ․ 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열차의 첩촉사고,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1명의 

사망사고, 5천만원 미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이러한 사고는 철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조직에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 관내 

철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되어 철도운영자 

자체 안전관리 조직에서 사고를 인지․ 조사하는 

모든 사고는 ‘서울시 상설 안전 ․조사기구(가칭)’

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모든 철도사고에 

대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철도운영자간 

사고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ig. 1 Establishment of permanent safety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 Seoul

연번 운행노선 철도운영자 특이사항

1 지하철 1~8 호선 서울교통공사

2 지하철 9 호선
서울메트로
9 운영(주)

3 인천공항철도 공항철도(주) 민간투자 
사업

4 분당선

한국철도공사5 경의중앙선

6 경춘선

7 신분당선 네오트랜스(주)
민간투자 

사업8 우이신설선 우이신설 
경전철(주)



가. 적용범위: 서울시내 운행 중인 모든 철도노선

(도시철도 포함)중 사고 발생 위치가 서울시 

관내인 경우에 한함.

Table 2 Railway Operation Status in Seoul City

나. 조직구성

  1) 제1안: 철고사고 조사기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선출 ․ 운영한다.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철도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무원 조직 

신설과 철도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충원 

문제점이 있다. 

  2) 제2안: 철도운영기관에서 전문가를 

지원받아 TF팀을 운영한다. 서울시의 각 

운영사는 운영사마다 각기 다른 신호시스템과 

전력공급 시스템 운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 

운영사의 특색에 맞는 안전관리 대안을 찾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의 

철도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규명과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3. 결 론

  강철(2007)에 의하면 국내의 철도산업은 오랜 

국영화에서 비롯된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며, 

안전관리 체계는 안전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와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는 제3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

  서울시 철도안전 관리조직에서 수행하는 철도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는 복잡한 철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각적인 사고원인에 대한 근본적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조사 이후 개선 대책에 대해 

관내 철도운영자간 공유가 되지 않고 각 철도운영자 

별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동종 ․ 유사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서울시 상설 

안전 ․ 조사기구’에 해당되는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상설 안전 ․ 조사기구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안전관리 조직에서 인지하고 조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고 내용을 관내 

철도운영자간 공유하며 개선안의 지속 실시여부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철도사고로 

인한 간접비용을 비롯하여 사회 손실비용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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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2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3. 동일 또는 유사사고의 반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