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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안전 문제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깨우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확산과는 달리 ‘위험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 개선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각종 대형사건 때마다 인적 요인에만 초

점을 맞춰 책임자를 처벌하지만 사고와 재난의 뿌리인 구조적인 원인에는 눈을 돌리지 않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인식과 현실은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 관

할 지역 및 서울시 공공기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위험 재난 및 안전사고는 적지 않았는

데, 그 대응책은 임기응변식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안전 문제, 특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은 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이다. 이는 전통적인 안전 패러다임의 폐기와 ‘고신뢰 조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전통적 안

전 패러다임은 테크놀로지 개선 중심의 안전 활동과 함께 이에 조응하는 통제적 노무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 입장은 규정을 잘 수립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하면 인간에

게서 기인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

기보다는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이들을 작업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연구

팀은 세계 각국에서 지배적인 안전 패러다임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신뢰 조직’의 확립을

주장한다. 고신뢰 조직은 다음의 5가지를 공통 분모로 한다. “①고신뢰 조직은 구성원의 실수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②고신뢰 조직은 실수에 대한 비

난과 징계보다 보고를 우선하는 조직이다. ③고신뢰조직의 문화는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확고

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④‘유연한 조직 문화’는 고신뢰 조직의 또 다른 중요 덕목이

다. ⑤고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에서 ‘잉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이다. 그 동안 안전 문제는 정부(지자체)등 공공

조직이 전담하였다. 하지만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이 공공부문만으로는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였다. 안전 문제

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힘을 총화하는 새로운 틀이 요구되는데 그 형식이 거버넌스이다. 거버

넌스의 핵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규칙과 과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사결정구조”로 주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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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비(非)정부적 행위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 거버넌스는 국가(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대

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대등한 관계(equal partnership)를 가지고 제3지대에서 만나 공

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구성에 있어 관료적 거버넌스를 탈피

하기 위한 이용자인 시민, 현장 노동자(노동조합),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3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 문제 전반의 실태를 검토 분석한다. 서울시 출연기관 중

다수 사업장은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 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검토한 이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의 안전 실태를 짚어보았다. 투자출연기관의 사고 및 장애요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식품공사

는 점용시설 관리소홀, 건설공사에서 무등록 업체계약, 농수산물 부적격 대상에 대한 미폐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운행장애는 감소세이지만, 스크린도어 및 승강

장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주로 환자 낙상사고의 문제가 있다. 한편 공사별 안전

관리 비용도 평가하였는데, 농수산식품공사의 기획수선유지비는 주로 건물과 시장시설물, 주차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

하철 양대 공사의 투자는 최근 4~5년간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은 노후화

되는데 수선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최근 4~5

년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계획예방정비의 개념인 수선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양대 공사, 서울의료원, 시설관리공단의 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지하철의 세부분야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차량 및 시설물 노후화, 각

세부 분야별 검사주기 완화, 인력 감축 및 외주용역 확대 등의 안전관리 수준의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더구나 외주용역의 최저입찰제 실시로 인해 질(質) 낮은 기계설비가 도입될

뿐만 아니라, 안전 업무에서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활용되고 있었다. 현장 인력 부

족으로 인해 집체교육방식이 사라지면서 숙련도 역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아울러 지하

철 안전관리 대응 체계 및 활동을 분석한 결과 콘트롤타워부터 현업구조 사이에 공식적 안전

보고체계는 수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실제 사고도 은폐

할 수밖에 없는 징계중심의 사고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며, 사고예방을 위해 중요한 아차사고와

같은 예방적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골든타임 관리와 관련해서도 매뉴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1인 승무 구조와 같은 조건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실제 조치와 관리는 불가능할 것으

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조치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 사고든 종사자 사고든

거의 대부분 사고원인 분석이 불철저하며, 원인규명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 이용자 사고와 안전관련 상시적 보고체계와 정보 공유,

△ 시설투자와 보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 수립, △ 안전예산 실질적인 확보, △ 최저가 낙찰제,

무분별한 외주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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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 위기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4장은 해외 안전 거버넌스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를 살펴본다. 일본 사례는 노동조합이 주도

적으로 구축한 안전 거버넌스 사례로서 JR 동일본을 분석한다. JR 동일본은 일본국철이 민영

화되면서 창립되었는데, 국철의 불안전한 작업장 체제가 유지되면서 여러 중대사고가 발생했

다. 사고에 직면해 JR 동노조는 사고 유발자 징계보다는 심층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가 중요

함을 경영진에 주장했다. 이후 노사는 4차례 공동안전선언을 발표하면서 ‘책임 추궁보다 원인

규명’이라는 안전 철학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철학에 근거해 JR 동일본 노사는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협의회 및 경영협의회의 주기적 개최, 안전 중심의 인사노무관리, 해외의

안전활동 학습을 위한 국제철도안전회의 공동 개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자문회의 실

시,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원인규명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수행해 왔다. 더불어

JR 동일본은 1990년 초반부터 전체 예산의 40%를 안전 사업에 투입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사고발생율은 초기에 비해 30% 가량 줄어들고, 2011년 대지진 당시에도 운행지역에서 사상

사 제로라는 안전 성과를 낳았다. JR 동일본의 성공요인에는 “△ 안전 중심으로 조합활동을

강화한 노동조합, △ 안전 요구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충분한 지원정책을 펼친 경영진, △

새로운 안전패러다임에 따른 안전 철학 정립, △ 안전 중심의 인사 및 예산 정책, △ 보다 안

전한 사업장을 만들려는 지속적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JR 동일본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

실질적 사용자인 시정부가 산하 공기업 안전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해야 안전 확보 가능, △

각 주체들이 진보적 안전철학과 의식을 수립하는 계기로서의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 노사민

정 안전위원회는 JR 동일본의 안전 및 경영협의회가 통합된 기능 수행, △ 노사민정 안전위원

회에서 ‘민’은 객관적으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망라하는 독자적인 안전관리기구를 찾아볼 수 없

으나, 각각의 출연기관 내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여기에

서 안전관리가 논의되는 구조이다. 그리하여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출연기관의 운영 자

체에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교

통(안전) 거버넌스가 광역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교통조합은 지자체 의

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노·사 단체와 이용자단체는 자문기관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

며, 그 외 이사회, 전문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프랑스의 수도권 교통을 담당하는 일드프랑스교통조합(STIF)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문기관을 통해 교통(안전)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교통(안전) 거버넌스는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와는 독립적으로 광역도 단위를 중심으

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노·사나 이용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문기관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조합 운영 전반에 자문 역할로 참여한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수도권교통본부 같은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의결 과정에 이들의 참

여를 고려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공영사업체 운영에 노조 참여이다. 일드프랑스

지역 교통운송체계는 민간·공공이 함께 구성하는 준공영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특히, 공영

사업체의 운영에서 이사회를 정부·노조·민간(전문가)이 3분의 1씩 구성하는 모습은 매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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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셋째, 안전을 포함한 교통(안전) 거버넌스에 노사, 이용자단체 및 승객의 참여 보장이

다. 교통(안전) 거버넌스,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 노조, 이용자단체 및 승객들이 참여할 수 있

는 통로가 다양하다. 교통조합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자문위원회에 노·사와 이용자단체들이 상시

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잦은 노선에 대한 노선협의회나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경

험리턴모임에서처럼 구체적인 현장과 사건을 매개로 한 이용자단체와의 상시적인 만남을 중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안전이라는 의제로 현장

이나 이용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채널과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고민을 던져

주고 있다.

5장은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면, 견해 차이가 작은 쟁점과

큰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이가 작은 쟁점은 참여주체와 시행단계였다. 반면 차이가 큰

쟁점은, 안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제였다. 노조는 필요성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시와 공사는 안전위원회가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안전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관한 부문

을 살펴보면,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법적 권한을 갖는 위상을 갖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차이가 컸다. 시와 공사는 전자를 선호했고, 노조는 후자를 선호했다. 면접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노사민정 4주체가 서로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실천사업부터 시작하

고 그런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낼 때 사업의 추진력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팀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서울

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의 역할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안전 문제에 관련된 민관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위험 평가·관리·소통의 전체적인 과정

상에 협력적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서울시 노사민

정 안전위원회는 자문 기구의 성격과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자문기구의 위상이 위원회 활동

의 구속력이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활동을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공

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간접적인 구속력을 강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은 위원회 활동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노사민정 주체간 온도 차를 고려하여 동 위원회는 실천적인 논의

및 성과를 통해 조례 제정으로 나가는 방향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타인이나 타 기관의 권

한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안전위원회는 별도의 법적 설치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련법상 ‘자문’, ‘위원회’의 일종이

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은 자문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중복위

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중복설치가 가능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

율을 내기 위해 기존 위원회들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피할 필요가 있다. 신설될 노사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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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원회는 의제, 구성, 회의 빈도면 등에서 종합 논의, 시설 논의, 이용자 참여, 노동자 노

하우 전달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 서울시 안전 관련 위원회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개별조례(안)과 통합조례(안)을 제시한다.

개별조례는 1안으로 개별조례로서 분야나 업종별로 ‘서울특별시 000(예: 지하철, 보건의료

등)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 수 있다. 2안은 통합조례로서 ‘서

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할 수 있다. 두 안

모두 조례의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노사민정의 책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다. 제2장 구성

및 회의에서는 안전위원회 민간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책무, 회

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에서는 안전위원회 논의 전후에 안건의

준비와 의결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2안

투자․출연기관 안전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4장 기타절차 등

에서는 전문가와 관련자 의견청취 권한, 회의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촉구 등 의 권한,

예산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 배치를 통한 사무기능 확보 방안을 규정한다. 마지막으

로 부칙을 두어 시행시기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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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 제기

한국사회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가져온 ‘빛’ 만큼이나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와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인

가를 의심케 한다. 1970∼80년대 개발과 건설의 과욕과 편법주의 그리고 부정부패가 삼

풍백화점 참사로 나타났다면,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자본의 이윤극대화, 정부의 무능

력한 재난 관리시스템은 세월호 참사로 귀결되었다. 성장을 지탱해온 힘 자체가 대규모의

위험 요인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제성장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산업재해와 환경파괴를, 그리고

연이은 대형 참사를 낳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를 하지만 현대 사회는 오히려 다양한 위험이 확대 심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21세기

에 접어들어 글로벌 경제화, 탈산업화, 저출산 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차원의 환경

변화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개인의 삶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심화되고 있다. 빈발한 대형사고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가져왔

다. 안전사고는 특정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

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서구적 근대성으

로 인한 ‘위험 사회적 특성’과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한국적 위험’에 노출된 이중적 위험사

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재열 외, 2005)1).

그런데 위험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 사회로부

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공론화 및 제도 개선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

에서 보듯이 인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교적 손쉽게 책임자를 색출하고 그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쏟아 붓게 함으로써 대중들의 격화된 감정을 다독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자칫 “비난의 의례 정치(ritual politics of blame)”의 함정에 빠질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와 재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

람들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재난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보다 구조적인 원인

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이영희, 2014). 이런 점에서 재난·안

전사고 조사 및 대응에 있어 ‘징벌주의’에서 ‘원인규명 위주’로의 안전패러다임 전환이 절실

1) 장경섭(1998)은 Ulich Beck의 위험사회론(1992)을 보완 확장하여 ‘복합 위기사회(complex

risk society)’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의 대다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성적 사고 재난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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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위험 재난의 빈발 및 안전 불감증은 경쟁력·효율성 담론에 의해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후(後)순위로 미뤄 놓고 있다. “만약 안전이 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사고를 당해 보라.”는 경구(警句)는 매뉴얼에 있을 뿐이다. 이런

인식과 현실은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 관할 지역 및 서울시 공공기

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위험 재난 및 안전사고는 적지 않았는데, 그 대응책은 임기

응변식이었다.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일대 산사태 및 하천 급류사고, 2013년 서울 노량

진 수몰사고, 양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2014년 잠실 땅 꺼짐(sinkhole)사고와 제2롯

데월드 조기 개장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도곡역 지하철 방

화사건 등 자연재해 및 시설의 관리 운영상의 각종 안전사고들이 빈발하였다. 서울시는 이

에 대해 재난 유형별로 55개로 나뉘어있던 재난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

합 매뉴얼 개발과 함께 ‘긴급대응단’, ‘서울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재난 대응 협업체제의 강

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재난 징후나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미리 신고하거나 안전 정책을 제안하면,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는 ‘안전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전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반복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계획의 수립

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된 대상

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건 등은 기관의 확대 및 서비스 영역의

확장에 따라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1

호선이 개통되어, 현재 9호선까지 1일 이용승객이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 및 시설 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은 도시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대중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기도 한다. 지하철의 위험은 철도(궤도)적 성

격과 지하(地下)라는 공간적 성격,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철도(궤도)적 성격에 따른 위험의

특징은 돌발적이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연속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하라는 공

간적 성격에 따른 위험의 특징은 폐쇄성으로 사고발생시 방재(防災)활동을 위한 접근과

승객의 대피가 어렵다는 점과 공기 질(質)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적 성격에 따른 위험의 특징으로 사고와 위험이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강윤재, 2010).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잠잠해진 듯하던 서울지하철의 사고를 보면 2014년에

동두천역 열차탈선 사고(3.16), 삼각지역 열차탈선 사고(4.3),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



- 3 -

고(5.2), 금정역 승객부상 사고(5.19), 과천역 스크린도어 승객 끼임사고(7.13), 구로

역 신호케이블 손상 사고(7.30), 이수역 스크린도어 승객 끼임사고(9.25), 방배역 전동

차 고장(10.23), 당고개역 전력 끊김 사고(11.22), 중곡역 차량 고장(12.2), 9호선 신

호기 고장,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12.22)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

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10명과 서울메트로

승무원 2명이 자살하였는데, 이들 자살사건들은 직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충

격을 주었다. 승객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무원들의 정신건강의 손상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빈발도 문제지만 이들 사고가 발생한 원

인 규명이나 근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서울지하철

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첫째,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설 및 장치에 대한 ‘수선비’ 둘째,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25년으

로 제한해 왔던 전동차 내구연한 삭제 셋째, 수선 도급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로 도급사

도산이나 납품 수준 저하 유발 넷째, 구조조정을 위한 무분별한 외주화(outsourcing)로

핵심 기술 보유수준 감소 다섯째, 직원에 대한 건강 장애 대책 소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하철의 안전운행은 운전분야, 역무분야, 종합관제실, 전기통신시설, 선로신호시설,

차량검수정비 등 다양한 직종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다른 어떤 사업장보다 조직 내 의

사소통의 원활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동차 장애사고 등이 발생하면 지하철 전체 안전 시

스템을 점검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사고의 책임자를 찾아내어 책임추궁식의 징벌주의 안전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안전 시그널’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

적이 많다. 작업 현장에서 ‘불안전 상황’이 보고되면 그 즉시 ‘징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

문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안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 기준에 사고가 발생하면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에는 사고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생적 요인도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지하철을 포함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위험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와 산하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대응은 테크놀로지 중심의 전통적 안

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관료적 거버넌스(bureaucratic governance)

에 치우쳐 있다. 이런 점에서 위험이 내재화된 조직 및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종합

적인 안전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출발점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경영진)의 안전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조직문화의 혁신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작된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안전은 노사만의 노력으로 해소되

지 않는다. 지하철 안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정부, 실질적 운영자인 공기업 경영

진, 현장 책임자인 노동자들,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문제

를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하철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대중교통체계에서

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 이해가 상이하고 상호관계가 복잡하고 위험․안전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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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관계자들의 참여문제가 불가피함을 의미하고

또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주의할 점은 ‘전문가 정치(politics of expertise)’의 함정이다.

현대사회의 과학화, 기술화, 전문화라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은

사회 자체가 보다 과학화, 기술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의사 결정에서 점차 소외되고 오로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의사 결정과정을 독점

하는 비민주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험, 재난, 안전 문제의 대응 및 개선 방

안 마련에 있어 관료주의와 연계된 폐쇄성과 비밀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전문가 정치’

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배격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가의 지식뿐 아니라 현

장 노동자들의 현장 지식인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존중을 뜻한다. 또한, 다양한

교통 소비자(장애인, 고령자, 아동, 여성 등)들의 입장에서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들

의 목소리와 주장에 귀 기울임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경영진,

노동조합(노동자), 이용자인 시민들이 각각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함께 시민안전 유해

요인을 일상적으로 진단,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요구된다. 이는 서울시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정책협

약(’14.05.26)에서도 확인된다. 정책협약서에는 “노동이 존중되는 서울이라는 기치를 바

탕으로 안정된 일자리, 안전한 현장, 안심하고 누리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

이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 안전하게 일하는 현장: 2-7.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의 규명이다.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왜 필요하며, 어떤 조직 위상과 권한을 갖는가? 단위 기관(사업장)에 설치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안전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차별성은 무엇인

가? 자문위원회라는 형식적 권한을 뛰어넘어 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예/조례 등)는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나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또한, 노사

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방안 및 원칙,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비중, 참여 위원의 자격과 역할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 파악을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노·사·민·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전문가 좌담회 등이다. 문헌 조사에서는 지난 5년간 서울시투

자출연기관(특히, 지하철)의 사업보고서와 안전 관련 매뉴얼과 사고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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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모델협의회 ‘안

전T/F’ 실무담당자, 서울시 공기업팀, 교통본부 관계자, 교통 시민단체 및 안전 취약계층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좌담회는 안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구의 초점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안전 문제의 새로운 접근과 연구

분석 틀을 제시한다. 과거 테크놀로지 중심의 전통적 안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위험과 안전

을 중시하는 고신뢰조직 및 안전 문화(safety culture)을 검토하여, 이들 이론적 논의의

함의를 정리한다. 3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 문제의 실태 분석이다. 서울시 투자출

연기관은 총 13개이며, 서울모델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메트로 등 출자기관

5곳과 서울의료원 등 6곳이다. 분석대상으로 모델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6개 투자출연

기관의 안전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지하철을 중심으로 안전 문제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한다. 또한, 안전관리 대응 체계 및 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한다. 4장

은 지하철 안전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대상 국가는 프랑스와 일본이다. 프랑스 사례는

교통(안전) 거버넌스에 노조, 이용자단체 및 승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중교통자문위원회에 노·사와 이용자단체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노선

협의회나 경험리턴모임에서 안전 및 서비스 등 각종 교통 의제를 개방적으로 토론·심의하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JR 동일본 사례는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후, “책임 추궁에

서 원인규명으로”라는 안전 원칙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노동조합 주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활동이 특징이다. 5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

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참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거버넌스 구성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案)을 검토한다. 조례안은 통합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투자출

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와 개별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위원

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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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 문제의 새로운 접근과 분석 틀

1. 위험·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안전사고의 빈발은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위

기와 공포로 다가온다.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과 계획들이 발표되지만, 상당수 대책들은 과거에도 동어반복(同語反覆)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이다. 연이은 대형 사고의 발생에도, 일반 시민들이 믿고 공감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하나로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철

학의 빈곤에서 연유된 결과는 아닐까. 이익을 위해서는 안전 설비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과정보다 성과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는 ‘빨리빨리’와 ‘적당주의’를 만들어 냈다. 더욱이

안전을 위한 예방 및 점검 활동은 생산을 방해하는 성가신 행위로 인식되는 풍토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결과 위험과 안전에 대한 정책 연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연구 및 투자는 아직 걸음마 상태이다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안전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

다. 전통적 안전 패러다임은 테크놀로지 개선 중심의 안전 활동과 함께 이에 조응하는 통

제적 노무관리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풍미했던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는 안전을 재해 및 중대사고의 발생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위험 요인 제거’, ‘인적 오류를 줄이는 작업시스템 설계’, ‘작업장에

서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은 노동자 배제’ 등이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강조되던 관행이었다

(Nichols, 1997). 테크놀로지 개선을 통한 안전의 달성은 작업과정을 인적 오류가 개입

되지 않는 자동화된 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1960대부터 1990년

까지 자동화된 테크놀로지에 작용한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중대사고의 비중은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인간 행위가 현대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내장하고 있는 위험요

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Hollnagel, 1993; Reason,

1995; Hale, 2000).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은 자동제어장치 고장이었는데 기계는 100% 믿을 수 없고 사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방어 장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기술적 차원에서 안전을 달성하려 했던 흐름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엄격한

규율’을 통해 인적 오류를 예방하려는 전통적 노무관리방식과 시기상으로 상당히 중첩된

다. 경영자는 작업장 내에 안전 관련 규정을 끊임없이 생산·수립하고, 노동자들에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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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규정을 잘 수립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하면

인간에게서 기인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Hale, 2000). 징벌주의는 통제

적 노무관리의 주된 양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책임

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이들을 작업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관리방식에서는

인적 오류를 전체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 문제의 징후로 해석하지 않으며, 사

고는 노동자가 규정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FRA, 2008).

현재 세계적으로 테크놀로지와 통제 중심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조직 내 문화, 인적관계

를 개선함으로써 안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즉 조직 문

화와 조직 구조가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고신뢰 조직’ 혹은 ‘안전 문화(safety culture)’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기

술위험 이론 중 ‘고신뢰 조직’과 ‘정상사고론’을 살펴본다. 고도위험기술이 가진 사고 가능

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상사고론’과, 재난의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기보다는

조직 내 권력과 문화 그리고 조정의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안전 문화론’의 입장이다.

전자는 고도의 기술시스템에서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비관적이지만, 후자는 아주

위험한 기술시스템일지라도 안전한 운영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낙관적이다(이재열,

2008).

가. 고신뢰 조직(high reliability organization)2)

현재 지배적인 안전 패러다임 이론으로 자리 잡은 고신뢰조직론은, 테크놀로지적으로 복

잡한 조직이 실패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안전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집중한다

(Weick et al., 1999). 고신뢰 조직 이론가들은 안전과 연관된 개인들의 행위와 태도를

조직 내에서 강화하고,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창출해냄으로써 복잡한 각 부문 간에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Weick and Roberts, 1993). 다시 말해 적절한 조직 문화와 구조가 형성된다면 사고

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안전패러다임과 달리 고신뢰 조직에서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시스템 변화 이상으로 인적 과정처럼 조직 내 사회적 관계 변화가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

하다고 본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재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

는 인적 관계도 때로는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만이 아닌 노동자의 직무 통제, 노동 특성, 직무 요구, 직무 설계, 리더십, 안

2) 이 부분은 이승우(2013)의 「궤도산업에서의 안전패러다임 전환: ‘징계 중심’에서 ‘원인 규명 위

주’로”」 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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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련 의사소통구조 등이 모두 작업과정상의 실수와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arker et al., 2001; Turner & Chmiel, 2005). Aaron

Wildavsky(1988)는 “Searching for Safety” 라는 책에서 귀납적인 방법보다는 연역

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예

측(anticipation,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노력)과 탄

력(resilience, 위험이 명백해졌을 때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그것이다.

고신뢰 조직의 특성이나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통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신뢰 조직은 구성원의 실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더불어 이러한 대응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고신뢰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구별 짓는 가장 큰 특

징은 바로 실수와 고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Weick et al., 1999). 고신뢰 조직론

에서는 안전문제를 조직 전체의 시스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류일지라도

그것을 단순한 개인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특정 부문이 취약해졌다는 신호로서 해석한

다. 이처럼 실수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구조적 연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신뢰 조

직은 어떤 노동자가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실수의 원인을 해당 개인에게서

만 찾는 게 아니라, 조직 내 어떤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에 그러한 실수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실수와 고장 사례에 관하여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문화 속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학습은

전체 안전 시스템 개선의 효과적 수단이 된다(Cooke & Rohleder, 2006).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조차 조직 대응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중대사고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은 반면, 경미사고와 오류는 자주 일어난다는 데 있다. 즉 전자보다는 후자를 통해

학습하고, 시스템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다. 어느 고위험작업장에서건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통상적으

로 그 사고와 연관된 다수의 경고신호나 경미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한다. 이 기간을

‘재해의 잠복기(incubation periods)’라고 한다(Turner & Pidgeon, 1997). 재해의

사전 조건이 형성되는 이 시기 동안, 예기치 않았던 여러 사건들(경미사고, 각종 에러)은

누적되어가고, 결국 특정 방아쇠 사건(triggering event)이 터지는 시점에 이전 사건들

의 연쇄적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면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 중대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에서

사고의 징후가 되었던 사건들, 즉 경미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

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했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Cooke &

Rohleder, 2006).

둘째, 고신뢰 조직은 실수에 대한 비난(blame)과 징계(punishment)보다는 보고를

우선하는 조직이다(Cooke & Rohleder, 2006; Provea et al., 2010). 앞서 고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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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실수로부터 학습한다고 하였는데, 실수가 보고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원인은 규명되

지 않으며, 그로부터 조직 학습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징계 위주의 조직 문화로 인해 구성

원들이 보고하는 것에 주저한다면, 혹은 현장 작업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가 부실하다면, 사고와 오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장 단위에서 잠복

될 수밖에 없다. 고신뢰 조직 연구들은 전통적 노무관리 조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들

을 분석하면서, 징계 중심의 노무관리가 안전에 역행함을 논증하고 있다. 전통적 조직들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종종 달가워하지 않으며, 징계 대상을 찾아 희생양을 삼은 뒤 손쉽

게 사고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은 오류들에 대해 보고하기보다는 단

지 자신들 동료나 직속 관리자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실수로부터 학습으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고신뢰 조직은 오류를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기에 사

고 당사자에 대한 비난과 징계보다는 해당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따라서

경미사고, 아차사고 등에 대해 보고할 경우, 외려 보상을 실시한다. 나아가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 경과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

며, 조사 결과는 모든 구성원에게 전파된다. 한편 여러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사고 보고율

이 안전한 조직 문화의 간접 지표임을 밝혀냈다. 즉 경미사고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한 보고

건수가 높을수록 더 안전하고, 조직의 성과도 좋았다는 것이다(O’Leary & Pidgeon,

1995; Edmonson, 1996). 사고 보고율이 낮은 조직을 사고가 적고 안전한 조직이라

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 조직의 안전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셋째, 고신뢰조직의 문화는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Cooke, 2003). 즉 징계보다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영진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인식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이 부재하다면, 조직 문

화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의 의지는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Pidgeon & O’Leary, 1994; Flin et

al., 2000).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가 안전 문화의 결정적 요소인 또 다른 이유는,

전체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몰입도 역시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문화의 확립을 위해, 경영진은 안전 계획과

안전 정책을 문서 형태로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정하며, 안전위원회 및 사고

조사 과정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를 작업장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정기

적인 안전위원회 등의 회의체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Van Dyke, 2006). 더불어

안전 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Robert et al.,2010). 고신

뢰 조직일지라도 비용 절감과 효율성에 떠밀린 경영진의 태도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확립된 안전문화의 원칙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JR동일본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노동

조합이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압박하여 퇴색된 원칙들을 다시 관철시키기도 하였다(Izum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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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직 내에서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나아가 긴급 상황시에는 위계

질서에 얽매이기보다 현장 숙련노동자의 자율적이며, 적절한 대처를 존중하는 ‘유연한 문

화’는 고신뢰 조직의 또 다른 중요 덕목이다(Reason, 1997; Weick &Sutcliffe,

2007). 이는 안전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경영진 및 상위 관리자급에 집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직된 구조를 탈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의 상달식

(bottom-up) 소통구조의 확립, 의사결정 구조의 탈집중화 등이 될 것이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의 발생 방식이 항상

정형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Weick et al., 1999). 기존의 테크놀로지 작동방식, 작업과

정 등은 정형화된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중대사

고들은 이러한 기존 예방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발생해 왔다. 따라서 현재 정식화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관련 암묵지가 조직

내에서 표출되고, 또 이들 의견이 서로 논쟁을 일으키면서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핵

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이 고정되어 있다면, 조직이 안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통

찰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조직 내 다양한 집단들은 안전과 관련된 다채로운 의견과

정보를 지니고 있기에, 특정 동질적 집단-보통 경영진이나 관리자 그룹-이 의제를 주도하

기보다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동질성이 아닌 다양성

이 작업장에서의 이상 상황를 감지할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고신뢰 조직은 기존 테크놀로지

작동과정에 대해 부단히 의심할 뿐만 아니라, 현업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임으로써

현장의 실제 상태를 파악해 나간다(Weick & Sutcliffe, 2007). 이것의 구체적 양상은

현장의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전체 구성원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회의체와

사고 조사팀에 참여하는 방식일 것이다. 사고 조사팀에 사고의 직접 당사자를 비롯하여 여

러 부문의 숙련노동자가 참여하게 되면, 각자는 인지하지 못했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

로써 원인 분석이 풍성해지게 된다. 이는 안전 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

는 데이터로 기능한다. 미 연방철도국 역시 전문 조사자 중심의 전통적 사고조사 과정이

가진 ‘선입견’과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의 관점에서 사

건을 이해해야 함을 사고조사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현장노동자들의 참여를 확

대하는 것이 위험을 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한다(FRA, 2008). 이상

과 같이 구성원들이 여러 회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 자체가 위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게 된다. 즉 “시야에 두고 있

으면, 그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다(Cooke & Rohleder, 2006).”

다섯째, 고신뢰 조직은 고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에서 소위 ‘잉여성

(redundancy)’을 주요 요소로 삼고 있다(Roberts, 1990; Clarke, 2005). 잉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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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하는 내용은 흔히 말하는 여유인력과 예비설비 등 백업(back-up)시스템일 텐데,

사실상 오래전부터 테크놀로지적으로는 이 같은 백업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Lerner,

1986). 고신뢰 조직들은 예기치 않은 국지적 고장 속에서 다시 정상적이고, 안전한 작동

모드로 복귀할 수 있는 복원력(resilience)을 갖추고 있는데(Wreathall, 2006), 잉여

성은 이러한 복원력을 좌우하게 된다(Clarke, 2005). 고신뢰조직에서의 잉여성은, 전통

적인 테크놀로지 백업 방식을 넘어선다. 즉, 에러 발생시, 그것이 시스템 전체로 확대되어

재해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인적 과정(교차 점검, 부단한 모니터링)과 이

를 운용할 수 있는 자원 보유수준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Roberts, 1990; Hofmann

et al., 1995). 안전을 위해서는 중복장치나 조직이 필요하다. 비행기에서 엔진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것이 더 안전하듯이 감독자가 한 명 있는 것보다 두 명 있는 것

이 더 안전하다. 따라서 중복장치는 기술적 보조 장치와 인적 보조 장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직 내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항상 존재하며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중복 보조 장치와 체계가 필요하다. 독립적이고 여러 단계의 안전 보조 장치를 설치하며

또한 중복장치나 조직을 만들 때 다양한 의사소통과 결정방식의 채택되어져야 한다. 이는

중대사고로의 전이(轉移)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중대사고로 확장되어가는 각각의 단계에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잉여 방어막(redundant defences)이 필수적이다(Reason, 2004). 그러나 때때로 잉

여성의 원칙은 조직이 효율성(efficiency)에 더 큰 가치를 둘 때, 훼손되기 십상이다.

192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2003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는 효율성으로 인해 잉여성의 안전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잉여성의 원칙은, 여유 자원과 설비를 구비해 놓은 뒤, 그로부터 안전에 대한 자족

감을 누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신뢰 조직이 추구하는 잉여성의 기저

(基底)에는 끊임없는 ‘회의주의(skepticism)’가 녹아있다(Weick et al., 1999). 다르

게 표현하자면, 개별 직무단위에서 생산한 결과물(정보, 서비스, 물적 재화 등)에 대해 다

른 단위에서 회의적 시선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이 고신뢰 조직이 추구하는 진정한 잉여적

안전 시스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신뢰 조직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조직 내적으로 ‘인지적 인프라 구

조(coginitive infrastructure)’가 수립되어, 구성원 간에 안전을 둘러싼 활동에 있어서

신뢰가 형성된 조직이라는 점이다(Weick et al., 1999). 이러한 시스템은 한 번 형성되

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부 오류를 교정하면서 개선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고신뢰 조직은 ‘구축’이 아닌 ‘갱신’이 목표인 조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작업과정상 실수,

의사소통 오류, 테크놀로지의 불안정성 등 작업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Streeter, 1992). 즉 어떤 시스템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나아가 환경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 역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갱신은 부단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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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사고론(normal accident theory)

정상사고론은 Perrow(1984)의 ‘Normal Accident’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Perrow는

현대사회의 기술․조직적 시스템의 특징을 복잡하고, 꽉 짜인 것에서 찾는다. 복잡하고 꽉

짜인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상사고론의 핵심

주장이다.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

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체계의 요소들이 다중적인 기능을 하기때문에 그만

큼 실패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요소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보팔참사, TMI(Three Mile Island)의 방사능유출, 그리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공중폭발 등과 같은 재난을 분석해보면, 작은 기계적 결함이 처음

설계를 할 때 엔지니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다른 부품과 하위체계에 영향

을 주어 결국 파국적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술과

과학의 수준으로 볼 때 안전대책을 사전에 설계해 시스템에 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하는 경우를 ‘정상사고’라고 명명하였다. 통계학적 추론

에서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상에서 추론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일정 수준,

즉 유의수준의 범위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NAT)는 일부 시스템에서 주요 사고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만약 조직이 선형적이 아
니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팽
팽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사소한 오류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팽팽한 연결의 연쇄반응을 통해 거대
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 핵심은 우리
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팽팽하게 결
합된 시스템의 성격은 결국 주요한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
다(Perrow, 1994: 216).

정상사고론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복합시스템’과 ‘긴박한 결합’이다. 우선 기술시스템

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단선적 상호작용의 구분에 의해 복합시스템과 단선시스템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복합형 상호작용이란 예측이 어려운 수순에 따라 일어나며, 계획하거나 예측

하지 못한 순서에 따라서 비가시적으로, 혹은 즉각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반면, 단선적 상호작용이란 예측된 수순에 따라 일어나며, 계획

하지 않았더라도 가시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기술시스템의 대표적인 경우가 원자력발전소이다. 원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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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히 많은 고도의 복잡한 기계들과 전문기술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TMI 사고나 체

르노빌 사고의 경우에 기술적, 조직적, 문화적 요소 사이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컨트롤타워에 있는 운전 담당자는 원전의 모든 기계적 요소들을 다 관찰할 수

없다. 또한, 전등 하나를 떨어뜨리는 경미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크다. 원전은 여러 장치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작동의 경우 격리가 잘되지 않고

다른 요소들에 자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면에 자동차 조립라인은 대표적인 단선시스템이다. 우선 장치들 사이에 배치가 촘촘하

지 않고 작동들 간에 분리되어 있다. 작동들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 장치들과 생산 행위들

간의 연결이 제한되어 있으며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적다. 오작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만

쉽게 격리할 수가 있다. 조립라인의 경우 현장 근무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부분의 일만 수행하면 된다. 조립라인의 경우 엄격한 통제를 해야 될 부

분이 많지 않으며 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시스템 안에서의 요소들끼리의 결합방식은 ‘긴박한 방식’과 ‘느슨한 방식’

으로 구분되는데, 긴박한 결합방식은 두 가지 요소 사이의 틈이나 여유, 완충지역이 없는

결합방식을 의미하며, 느슨한 결합은 요소들이 서로 반응적으로 결합되지만 각 요소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긴박한 결합

과 느슨한 결합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 의존성’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시

스템의 경우도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연결 및 소통방식이 중첩되어 있고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는 복합시스템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시

스템은 원전 시스템보다 공정상의 지연이 가능하며 일의 순서를 바꾸어도 전체 시스템의

작동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의 연구개발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 의존

할 수 있어 대안적 수단이 가능하고 여유자원도 풍부하다. 하지만 원전의 경우 공정상의

지연이 불가하고 작동이 의도된 순서대로 되어야 하며 보급, 장비, 인력의 여유분이 적고

대안적 수단도 별로 없다. 따라서 기술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결합방식에 따라 4가지 위험

의 유형이 제시될 수 있다(김종영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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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단선적 복합적

결

합

방

식

긴

박

Ⅰ

개별 시스템 실패로서의

가공할 만한 알려진 위험

예: 댐, 해양 수송, 철도 항공 수송 관련

사고

Ⅱ

개별 시스템 실패를 넘어선

가공할 만한 미지의 탈근대적인 위험

예: 원자력발전소, 원자폭탄, 화학플랜트,

DNA 관련 사고

느

슨

Ⅲ

국지적이고 예측 가능한 하위체계의 실패

로서의 위험

예: 교통사고, 대부분의 재조업, 어셈블러 라인 

공정 등과 관련한 사고

Ⅳ

국지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일상화된 위험

예: 광산, 연구개발 기업, 강도⋅폭력 등과 관련

한 사고

자료: Perrow(1999)

<표 2-1> 체제의 성격에 따른 위험의 유형

이렇듯 정상사고론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가능성이 늘 상존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재해 발생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관리에 대

하여는 비관적 자세를 취한다. 이런 인식의 결과는 사고의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일단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가 막대하다면, 피해의 예측치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한다3).

다만, 정상사고론은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체제의 성격에 따른 위험의 유형’을 구

분하고 있는데, 철도(지하철)의 경우 상호작용은 단선적이며, 결합방식은 긴박한 Ⅰ유형

(개별 시스템 실패로서의 가공할 만한 알려진 위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위험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예측불가능성은 떨어지며,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의한 안전 가능성

은 높아지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고신뢰 조직과 정상사고론의 비교

고신뢰 조직론과 정상사고론은 위험 및 안전 문제 접근에 있어 각각 장점과 함께 한계

를 갖고 있다. 고신뢰 조직론이 간과하는 문제는 시스템의 복잡성이며 이것은 시스템의 각

부분들끼리의 긴박한 상호작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고신뢰 조직론은 위

험에 대한 인간 사회의 조직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위험의 영역은 객관적이며 주관

3) 정상사고론은 어떤 기술 정치적 함의를 지닐까? 무엇보다도 관리체계나 규정, 특히 실무자의 실

수를 바로 잡는 방식으로 TMI 원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는 점을 말해준다. “만약 시스템이 파국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물질의 양을 줄이

거나, 시스템을 덜 복잡하고 팽팽하도록 재설계해야만 한다. 그런 선택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거나 시스템의 포기를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Perrow,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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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위험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인식론으로 위험에 대한 사회 조직의 대응은 항상 한

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정상사고론은 기술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비관

론에 서 있다. 사회-기술시스템의 복잡함과 불예측성, 여러 요소들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결국 무질서를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

상사고론의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정상사고론의 처방은 복잡하고 긴박한 결합방식을 가진

사회기술시스템의 폐기이다. 이러한 관점은 첫째, 복잡하고 긴박한 결합방식을 갖지 않은

사회기술 시스템에서의 사고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나

인도 보팔 참사에서 지하철이나 화학공장은 정상사고론에서 말하는 복잡하고 긴박한 결합

방식에 의한 시스템이 아니다.

고신뢰조직론 정상사고론

•적합한 조직 디자인과 관리로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음

•안전은 조직의 우선 목표이다

•중복장치들이 안전을 높인다: 정확한 중복과 유

사한 중복

•탈중심화된 의사결정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신뢰의 문화가 일률적이고 적합한 반응들을 생

산함으로써 안전을 높인다

•지속적인 작동, 훈련, 시뮬레이션은 고신뢰 작동

을 유지시킨다.

•사고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사고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복합적이고 긴박한 결합을 기슬시스템에서는 사

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안전은 조직의 여러 목표중의 하나이다

•중복장치들은 종종 부분들간의 상호작용을 증가

시켜 사고를 발생시킨다

•탈중심화는 복합시스템에서 필요하지만 또한, 중

심화도 필요하다

•강한 훈육과 사회적 과정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가치에 배치된다

•조직은 갑자기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훈

련시키지 못한다

•책임회피, 잘못된 보고, 역사적인 사실 등을 비추

어보았을 때 배움의 과정은 한계가 있다

자료: Sagan(1993)

<표 2-2> 고신뢰조직론과 정상사고론의 비교

이 두 사건 모두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문화와 인식, 사회 조직

적 대처방식의 잘못이 크다. 즉 이러한 대형사고에서 보듯이 고신뢰 조직론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이 관점이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타당성을 지닌다. 둘째, 긴

박하고 긴밀한 결합을 가진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정

상사고론이 제시하는 핵발전소, 화학플랜트 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인가라는 점이

다. 정상사고론은 대형기술시스템에 대한 위험과 안전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기하고 있

지만 현실적인 정책적 수단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신뢰 조직론을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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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신뢰 조직론이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원칙, 리더십, 인적·기

술적 중복장치, 고신뢰 문화의 발전, 조직적인 학습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사회조직

의 복잡성과 불예측성도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위험과 안전에 대비

한 유연한 새로운 조직형태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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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거버넌스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과 비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시민사회

의 성장에 따라 정부 독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

책 결정에 있어 상향적 내지는 수평적 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확산되어 왔다.

우리 말 협치(協治)로 번역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다스린다는 뜻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개념이자 용어이다. 정부만이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쟁점과 가치가 복잡해지면서,

정부 밖 사회적 주체(특히 시민사회)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스림’의 공유가 곧 거버넌스란

뜻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사회적 작동 원리가 다른 국가 혹은 정부(통치와 지배의 원리)

와 시민사회(연대·소통·자발성의 원리)가 서로 상보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포괄적 의미의

‘GO-NGO 파트너십’은 협치의 사실상 구체 형태이면서 그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듯 거버넌스는 통치과정에서 정부 외에 기업과 시민을 주체적 행위자로 포함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의 과소참여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자칫 통치 내지는 정부 중심의 거버

넌스 또는 시장형 거버넌스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균형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의 결정을 추구하는 이상적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참여의

신장이 요구된다.

통치에서의 참여 거버넌스에서의 참여

정부의 태도 폐쇄적, 권위적 개방적, 비권위적

시민의 위상 통치의 객체, 서비스 고객 통치의 주체, 서비스공동생산자

양자간 관계 수직적 통제 수평적 협력

참여의 기능 견제, 비판 협력, 공동 생산

시민권력의 속성 저항권력 존재권력, 공존권력

참여의 성격 정부, 기업에 대한 통제 정부, 기업과의 협력

참여 요소 참여의 양 중시 참여강도와 지식의 균형

참여 관점 도구적 관점 교호적 관점

참여 양태 일방적 참여 생산적 참여

자료: 박재창 외(2009)

<표 2-3> 통치에서의 참여와 거버넌스에서의 참여요구 비교

<표 2-3>은 통치에서의 참여와 거버넌스에서의 참여를 비교한 것이다. 통치체제에서 정

부는 시민에 대하여 폐쇄적, 권위적이며, 시민은 통치의 객체 서비스의 고객이다.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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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자간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시민은 통치에 대하여 국외자적

입장에서 요구, 비판, 항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민의 역할은 비판자 내지는 견

제자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거버넌스체제에서 정부는 시민에 대하여 개방적 비(非)권위적

이며, 시민은 통치의 주체, 서비스의 (공동)생산자이다. 양자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

적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시민은 통치에 대하여 내부자의 입장에서 계획·협의·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의 역할은 정부의 중심성을 사실상 인정하더라도 객체적 지위에 있

지 않고 공동 생산자 내지는 주권적 시민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때 시민이 참여를 통하여

행사하는 권력은 정부에 대한 저항권력이 아니라 공존을 답보하는 권력 또는 존재권력이

다. 이런 거버넌스 체제에서 시민참여의 기능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통제를 넘어 거버넌스

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 협력기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과 이해를 소유하는 교양

시민으로 진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즉 거버넌스 하에서는 참여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

적 제고가 요구되는 것이며, 참여의 권리와 함께 참여의 책임까지 동시에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이승종, 2009).

이상에서 보듯이,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료, 정치사회 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조직, 전문가, 주민 등 국가(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대등한 관계(equal partnership)를 가지고 제3 지대(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만나 공

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민사회의 행정참여는

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 거버넌스는 관이 이끄는 이른바 ‘관료적 거

버넌스(bureaucratic governance)’란 퇴행적 형태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국가가 과대

성장한 우리 현실에서 실제 목격되는 거버넌스의 일반적 유형은 바로 관료적 거버넌스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시장의 취임이후 변화된 시정 중 하나는 관료주의 자치행정을 참

여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주의 자치행정으로 바꾸려고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거버넌스의 혁신은 참여조직이나 운영방식의 재편 같은 명목적(형식적) 혁신보다 행정과

의 파트너십 위에 이해당사자들이 의제를 과제로 선정해 직접 실행하는 절차와 프로그램

의 실체적(내용적) 혁신에 더 역점을 두었다4).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채널은

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이다. 서울시 위원회는 2011년 103개에서 2013년 말 139개로

36개 늘었고, 2014년 상반기 동안 11개가 다시 늘었다 (김상철, 2014). 이에 따라 박

원순 시장 취임 후 총 47개 위원회(2014년 6월 30일 기준)가 새로 설치되었다. 물론

위원회 수가 늘고 시민사회(단체)출신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라고 할 수는 없다. 자치민주주의가 일천한 우리의 현실에서 민간

4) 시민위원회와 중간조직(각종 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의 거버넌스와 시

정숙의,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시민배심원제, SNS 등을 통해 간헐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방식의 거버넌스로 크게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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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과도한 행정참여는 행정의 발목잡기, 행정의 사유화,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박원순 시정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평가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위원

회 수, 운영의 비공개 및 비체계성, 시민참여자의 전문성 및 책임감 부족, 참여율 저조,

중복참여, 행정우위 등의 이유를 들어 ‘박 시장 취임 후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제

기되고 있다(조명래, 2014).

그러나 박원순 시장 하의 주요 혁신과제위원회들이 의제 설정이나 과제 추진 등의 측면

에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제 일을 하는 거버넌스’ 틀 과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민 복지선 선정을 위한 1000인

의 원탁회의,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

단 및 자문단, 청년정책네트워크, 청계천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그 대표적

인 예들이다. 대부분의 이들 위원회들은 행정의 틀 내에서 시민주도로 혁신과제들을 선정

하고, 이행체계를 만들며,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의 일(업무)를 거버넌스에 기초

해 과정(process)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문위원회와 달리, 이들 혁신과제위원

회들은 의제선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행정의 지원 하에서 시민주도로 꾸린다는

점에서 ‘시민위원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관협치가 ‘관료적 거버넌스’로 변질되

지 않기 위해 혁신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중간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중간조직들

은 행정이 민간을 지원하는 형식을 외양적으로 취하지만, 실제는 시행정과 민간의 융복합,

공무원과 민간의 융합적 실행그룹으로 기능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된다. 말하자면, 칸막이

로 나누어진 행정을 융합행정으로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흩어진 민간역량과 자원들을 모으

고 연결시켜 마을 만들기, 마을 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적정기술 개발, 에너지 전환 등의 사회적 혁신을 실제 생산해내는 일을 담당한다.

이런 점에서 중간조직들을 매개로 한 박원순 시정의 거버넌스를 ‘민간 주도적 사회통합형

거버넌스’라 부르기도 한다(정상훈, 2014). 중간조직은 조례에 근거해 설치됨으로써 시

관련 부서의 지휘계통에 속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시

민위원회’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조명래, 2014). 이런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

너십을 바탕으로 참여를 넘어 실행까지 담아내는 박원순식 새로운 거버넌스라 명명(命名)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인인 시민참여 없이 거버넌스의 형성

은 불가능하다. 거버넌스하에서 요구되는 참여는 일방적 참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정부,

기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사회적 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생산적 참여이다.

아직까지 정부, 시장, 기관, 시민사회의 평등한 협력체계로서의 거버넌스가 서울시에서 구

현된 것은 아니며, 관료적 거버넌스를 탈피하려는 작은 ‘싹’을 틔우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의 구성과 함께 동 조직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구조(참가의 구성 및 비율) 못지않게 참여 주체들의 능동

적 참여 의식 제고와 함께 정책 역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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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 종사자(노동자)와 시민(이용자)참여: ‘전문성 정치’의 극복

모든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

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OECD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을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정부-국민관계를 논의하면서 하향적 관점

(top-down perspective)과 상향적 관점(bottom-up perspective)을 통합해야만 정

부-국민간의 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ECD 2001). 이런 점에서 안전(위험)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시민참여는 당연하며,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 참여(public participation)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화를 개방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프로젝트·프로그램의 설계·

집행·평가시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모든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와 개입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시민 참여 논의에 있어 고려할 점은 ‘전문성의 정치’의 문제이다. ‘전문성의 정치

(politics of expertise)’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과학화, 기술화, 전문화를 특징으

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어떤 집단의 전문성(지식)을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으며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의 정치는, 자격증이나 학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

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지식(expert knowledge)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전문가 지식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시민지식

(lay knowledge)이 맞서는 형태로 전개될 수도 있다5).

전문성의 정치는 규제 과학이 의사결정을 좌우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전

통적 민주주의 개념이나 ‘전문성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Jasanoff, 2003). 현재의 위험(안전)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딜레마를 말해

준다. 즉, 전문가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대표성을 압도함으

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현재의 많은 위험(안전)정책 및 대책이

시민지식과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을 가급적 배제한 채 전문가 지식(expert

knowledge)만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성의 약

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전문성의 정치는 공인된 전문가사회 내부에서 ‘지배 전문가 대 대항 전문가’와 같은 구도로 전개될

수도 있고(김종영, 2011), 전문가사회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즉 보통 사람들이 삶 속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으로 전문가들에 맞서는 형태로 전개될 수도 있다(Wynne,1989;

Epstein, 1996; Corbur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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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치’의 논리는 안전 거버넌스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거

버넌스 논의에 있어 핵심은 누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이를 기준으

로 안전 거버넌스의 지배구조를 유형화해 보면 전문가와 관료에게 참여가 국한되는 ‘기술

관료적’ 접근과 의사결정이 일반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도 개방되는 ‘참여적’ 접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술관료적 접근이란 안전(위험)에 대해 과학주의적 인식론을 강조하

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위험 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방식을 의미한다(Fischer, 1990). 위험에 대한 과학주의적 인식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험을 객관적인 과학의 힘을 통해 정량화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학주

의적 안전(위험)인식론은 대체로 위험 관리 의사결정에 있어 전문가주의라는 폐쇄적 접근

법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 참여적 접근은 위험 거버넌스에서 전문가만이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위험이 누구나 알아채

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실재하기보다는 사회에 따라, 집단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위험(안전)인식을 전제로 출발한다. 비록 동일한 대상을 볼지라

도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틀과 일반시민들의 인식 틀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위험 연구들은 일반시민들의 과도하게 보이는 반응에도 나름의 맥락적 합리

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시민에게 전문가의 방식을 강제하기보다는 상호 소통과 학습이 필요

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위에서, 전문가와 관료들이 독점하

던 전통적인 안전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적 의사결정 과정에 일

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안전 거버넌스 참여 주체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노동(노동조합)의 참여이다. 안

전위험체계의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핵심은 상이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 참여의

보장이다. 안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이야말로 핵심 이해

관계자로 거버넌스 참여는 필요하며 당연하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경영권이라는 이

름 아래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 지식인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존중이 아닌 배제가

일반화되어 왔다. 하지만 <표 2-4>에서 보듯이 OECD 각국에서는 노동자(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이사회 및 Work Council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의 많은

나라들이 노동조합 및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이유는 각종 이익단체 간의 이

해대립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것이 원활한 정책형성과 이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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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Work Council

이사회 대표권(Board level representation) 

국가소유기업

(State Owned Enterprises)

공공 상장 기업

(Public Listed Corporations)

오스트리아 Yes* 이사회의 1/3

벨지움 Yes No

체코 Yes* 이사회의 1/3

덴마크 Yes 2명, 이사회의 1/3 

핀란드 Yes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

프랑스 Yes
2명의 Work Council 대표의 참여(투표권 없음)

3명, 이사회의 1/3 민영화 기업 2-3명

독일 Yes* 기업 규모에 따라 1/3에서 1/2까지 

그리스 Yes 2-3 인 No

헝가리 Yes*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1/3

아일랜드 No No

이태리 No No(제도적인 법률은 없음)

룩셈부르크 Yes 1/3에서 1/2

한국 Yes No

네덜란드 Yes Work Council의 최고이사회 지명권

노르웨이 Yes

폴란드 2명, 이사회 구성원의 2/5 2명, 2/5 

포르투갈 Yes No(제도적인 법률은 없음) 감사위원회의 1인

슬로바키아 Yes 이사회의 1/2 이사회의 1/3

스페인 Yes 이사회 2명 No

스웨덴 Yes* 이사회 2-3명

스위스 No
1-2(Post, Swisscom, 

SBB0)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영국, 미국은 이사회의 종업원대표권과 work council에 대

한 규정이 없음

주: *은 공동결정권을 포함한다

출처: OECD(2005) p85

<표 2-4> 공공기관의 종업원의 대표권 (OECD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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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위험

(Risk)

- 어떤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확률(CEFIC)

-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WHO, 2012)

주어진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발생할 확률(US Presidential 

Congressional Commission)

- 자연 혹은 인위적 위해(hazard)와 취약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나 예상되는 손실(UN Living with Risk Report)

위기

(Criss)

- 짧은 시간의 극한 위험, 증대한 비상사태(D&E Reference Center, 1998)

- 어떤 집단의 위기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결합될 때 나타난다. 1) 조직의 가치를 포

함한, 어떤 종류의 위협, 2) 예상치 못한 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 그리고 3)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그렇지 않으면 더욱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재난

(Disaster)

-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 심각한 혹은 갑작스러운 불행. 참사(calamity)

- 재난은 재산과 인명 손실을 유발하는 거대하고 갑작스런 불행(Webster’s New World 

Dictionaary)

- 공동체에 재산의 손실 혹은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고(FEMA)

- 피해를 당한 공동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인명, 재산 혹은 환

경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기능의 붕괴(disruption) (UN Glossary, 1992). 

재난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시 대응 수요(demand for action)가 능력을 초과할 때 발

생한다(Quarantelli, 1985). 1) 외부의 작용, 2) 사회적 취약성 혹은 3)불확실성의 결과

(Gilbert, 1991)

정지범 외(2009)

<표 2-5> 위기, 재난, 위험의 다양한 정의

3. 개념 정의 및 안전 거버넌스

가. 안전 개념

현대 사회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Douglas and

Wildavsky, 1982). 위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안전(Safety)이란 사용 영역에 따라 취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며 그 범위 역시 해당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넓기 때문

에 용어를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안전은 ‘위험이 전혀 없는 상

태’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안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확하기 이해하기 위해 안전과 상반

되는 개념인 ‘위험’, ‘위기’,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 안전이라는 용어와 함께 자주 혼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들로 위험

(Risk)과 재난(Disaster)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험, 위기, 재난을 구분하는 문제는 학

술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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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와 같이 각 정의가 갖고 있는 차이와 함께 공통적인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위험은 가능성과 위해, 위기는 급박함, 전환점, 위협 그리고 재난은 실질적 피해라는 함의

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재난과 안전의 개념을 보면『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1항

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

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한편 관련법에서는 안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안전법에서는 철

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

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안전(위험) 거버넌스

안전 거버넌스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에 기초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거버

넌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그 핵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규칙과 과

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사결정구조”로 주로 “정책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비(非)정부적 행

위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위험(안전)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조직이 전담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체계

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위험(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해 오고

있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갖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

유로 안전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사건에서 밝혀졌다.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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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보았듯이 공공부문만으로는 위험(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들이 다

수 발생하였다. 이에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책형성 영

역에까지 민간부문과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 안전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이재은·양기근(2009)

은 안전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민, NGO,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의사결정권을 공유한 채 상호조정과 협력의 네트워트를 구성하

여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체계”로 정의한다. 또한, Renn(2008)은 “거버넌스의

내용과 핵심 원리를 안전 및 안전관련 의사결정의 맥락에 ‘번역’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안전(위험)분석의 세 요소들(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커뮤니케이션)

을 포함하며, 법률적·제도적·경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행위자·규칙·규약·과정·

메커니즘 등의 복잡한 망을 고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Renn(2008)의 정의는 국제위험거버넌스협회(이하, IRGC)6)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

도 한데, IRGC가 제시하는 위험 거버넌스의 틀(frame)은 기본적으로 NRC(1983)의

위험평가-위험관리 이원적 접근 이후7) 이루어진,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문제를 다루기 위

한 연구, 즉 NRC의 성과를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중

시되는 요소들(주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들(위험 소통

과 위험참여 등)을 추가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IRGC가 제시하는 위험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보면, 전통적·일반적 구성요소인 위험

평가(risk-assessment), 위험관리(risk-management), 위험 소통체계(risk

communication)는 물론 여기에 사회적 맥락을 포함함여 위험거버넌스 개념이 정의된

다. 우선, 위험을 다루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정부, 기업, NGOs 또는 시민사회 등)의 상

호작용과 구조, 이러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위험을 다르게 자각할 수 있는가, 가능한 귀결

에 관련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인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영

향, 정책결정 스타일, 위험과정에서 역할을 갖는 관련 제도들, 효과적 위험 거버넌스를 위

해 요구되는 조직역량과 규범 등이 포함되어 규범화될 수 있다(정지범 편, 2009). <그림

6) 국제위험거버넌스협회(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이하 ‘IRGC’)는 스위스

제노바에 본부를 두고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독립재단으로써, 이 기구의 임무와 역할은 전

지구적으로 주요한 (사회에 직면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NGOs, 이외 관련조직들

을 지원하고 위험 거버넌스에 있어 대중의 자신감(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7) 사실-가치 이원론에 기초하여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위험문제 해결의 두 축으로 삼았던 미국

NRC(1983)의 모델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설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NRC는 Improving Risk Communication(1989)을 통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즉, “좋은(good)

위험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상황을 호전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poor) 위험커뮤니케이션은

거의 항상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대중의 위험인식이 같지 않

고,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강윤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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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는 위험 거버넌스의 기본 틀이다8).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위험 거버넌스 틀의 기본 요소

자료: Renn(2008)

첫째, 사전평가국면(pre-assessment phase)은 이해관련자들과 사회가 해당 위험과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국면에서는 위험에 대한 틀 짓

기(risk framing)로써,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위험문제에 대한 공동이

해를 공유하고, 위험 지각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인식시키

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경보와 감시(early warning and monitering)로써, 위험에

대한 시그널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초기경보를 위한 환경감시의 제도적

수단들을 조사한다.

둘째, 위험평정(risk appraisal)의 목적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할지 여부를 사회적으

로 결정하기 위한 지식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평가는 위험뿐만 아니라 위

8) 새롭게 제시된 위험 거버넌스 틀이 기존의 접근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는 위험산출

(risk appraisal)에서 관심평가(concern assessment)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위험 특성파악/

산정을 강조했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핵심활동으로 본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사전평가를

통해 위험 거버넌스의 목표와 방법, 전략, 수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이전의 경

험과 변화된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위험산출은 위험지식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사회적 관심(우려)을 반영하기 위한 관심평가(concern

assessment)를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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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해서 이해관련자들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함의에 관련 질문들도 포함된다.

셋째, 위험판단결정 단계는 위험의 수용능력(acceptability)과 허용능력

(tolerability)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의 이슈들은 위험 그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며 정책결정영역과 위험․편익간 사회적 균형영역으로 확장된다.

넷째, 위험관리국면(risk management)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구제

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잠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일련의 관리옵션들을 확인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옵션들을 실행하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적검토를 행한

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위험과 안전 거버넌스를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안전 문제에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험 평가·관리·소통의 전체 과정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고도위험안전체계에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 이해가 상이

하고 상호관계가 복잡하고 위험․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 이는 필연적으로

관계자들의 참여문제가 부각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또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정당화

한다. 고도위험체계의 이해관계자로는 1)규제기관 2)입법기관 및 사법부 3)기업 및 산업

계 4)지역주민 5)일반대중 6)시민단체 및 언론매체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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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 문제 실태 분석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현황

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주

서울시가 출자나 출연을 하여 설립한 기관은 크게 지방공기업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

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

여 설립한 기관은 총 8개이고, 운영주체에 따라 직영기업 2개, 공사 및 공단 5개, 지방공

사 및 공단 외 출자법인 1개가 있다. 개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은 12개

이고, 민법상의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도 포함하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은 총 12개로 <표 3-1>의 ④와 ⑤에 해당한다.

설립근거 분류 기관 적용법률

지방공기업법

① 직영(2)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지방공기업법② 공사(4)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③ 공단(1) 서울시설공단

④ 출자(1) 서울관광마케팅(주)

지방출자·출연법

개별법률 및 조례
⑤ 출연(11)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⑥ 출연(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표 3-1>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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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

공사
SH공사 서울의료원

설립목적
지하철운영

(1～4호선)

지하철운영

(5～8호선)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시민의 보건 향상 

및 공공의료 질 

향상

설립연도 ‘81. 9. 1 ‘94. 3. 15 ‘83. 9. 1 ‘84. 4. 10 ‘89.2.1 '82.9.30

대표자
이정원 김태호 오성규 이병호 변창흠 김민기

’14.8.22∼’17.8.21 '14.8.8∼'17.8.7 '13.6.14∼'16.6.13 '12.2.28∼'15.2.27
‘14.11.11∼’17.11.1

0
‘12.6.1∼’15.5.31

조직
5본부, 1실, 

17처2원, 24소, 

17센터

4본부, 5실, 

1연구소, 37처 

1원,2센터, 4단, 

36사업소, 20부

5본부, 

20처(실 원 장), 

21현장관리소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27팀

5본부, 2실, 13처, 

1소, 69팀, 

11통합관리센터

4부 1사업단 

8센터 24진료과 

3실 20팀 1지원단 

1연구소1위원회

이사

현황

정원 14명 14명 12명 10명 13명 10명

현원 13명 12명 12명 9명 10명 7명

정원

및

현원

정원 9,150 6,524 2,133 298 722 1074

현원

( 결

원)

9,113(△37) 6,519(△5) 2,098(△35) 284(△14) 705(△17)
1,031명(무기계약 

48명 포함)

% 99.1 99.4 98.8 96.3 95.3

자 본

금

수권 95,000억원 120,000억원 250억원 10,000억원 50,000억원

납입 80,698억원 108,435억원 235억원 8,131억원 48,976억원

' 15예산규

모
16,642억원 8,980억원 2,538억원 1,422억원 45,546억원 1,199억원

'15

주요사업

영업노선 4개노선 

137.9㎞

(120개역)

영업노선 4개노선 

162.2km

(157개역)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어린이대공원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문화디지털

친환경 학교급식 

내실화
- 학교급식 

사업추진 체계 개선 

및 공급배송 기반 

강화

- 안전성 검사 및 

위생관리 강화

서울친환경유통센

터 운영
- 운영현황: 제1,2,3

센터 운영

- 규모: 1,300개교 

공급가능

임대주택 8만호 

(SH: 4만호)

‘15 주택공급: 

11,645세대
- 공공건설: 

5,645세대

- 매입형: 2,000세대

- 지원형: 4,000세대

합리적병원운영
- 공공의료 

중심병원

- 시민과 소통하는 

병원

전동차 200편성 

1,954량

전동차 202편성 

1,617량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고속도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1단계공사

 ･총면적: 

210,958㎡

 ･관리업무동외 

6개동신축

주거복지전문기관 

전환추진(민선6기 

주거복지사업 

5천억원)
- ‘15년 956억원 

･ 일자리창출, 

입주민지원 등

<표 3-2> 서울시 모델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2015. 02월 현재)

나. 서울시 모델협의회 참여기관

서울모델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 투자기관인 5개 사업장과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1곳 등 총 6개 사업장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총 18곳이나 2000년 모

델협의회 설립당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던 6곳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립하였다. 그 이

후 출연기관인 세종문회관 등 4개 출연기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가입 논의가 진행 중

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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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환경관리

 ･사업비: 

3,035억원

 ･사업기간: 

‘11.6월∼’15.2월
- 1단계 원활한 

이전 배치 및 상권 

활성화 여건 조성

- 2·3단계 

건설기본계획 확정 

및 총사업비 확보

도시재생전문기관

기반확립 

(민선6기 

주거재생사업 

1조원)
- 답십리17, 

세운4구역 등 

- 연구개발비, 

초기사업비등 

2015수송목표: 

 

-수송인원:1,522

백만명

(4,171천명/일)

2015수송목표: 

 

-수송인원:960백

만명

(2,630천명/일)

교통정보제공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징수

체납자동차세징수

지원

위탁공사감독

상수도 공사감독

자동차전용도로시

설물 관리

농수산물 

거래목표
- 일반농수산물: 

3,165천톤

- 친환경농산물: 

75천톤

2014년 거래실적
- 일반농수산물: 

3,105천톤

- 친환경농산물: 

63천톤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 '04.11∼'16.12

- 561천㎡

임대주택 관리
- 413개 단지 

172,898세대 

택지신규공급  

- 14개 지구 

- 185필지 

21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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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  울

연구원

서울산업

진흥원

서울신용

보증재단

세종문화

회    관

서울여성

가족재단

서 울 시

복지재단

서    울

문화재단

서울시립

교향악단

디자인

재  단

(사) 자원

봉사센터
장학재단

서울관광

마케팅(주)

설립

목적

․시책과제의 전문적 

연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육성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문화 창달 기여

․문화 복지 구현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문화 예술 진흥 및 시민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시민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고양

․시민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회 필요 인력    양성

․빈곤 청소년 지원

․서울의 관광과   MICE 

산업의 경쟁력 제고

설립

근거

-지자체출연 

연구원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92.10. 1 '98. 3. 31 '99. 6. 7 '99. 7. 1 '02. 1. 10 '03. 12. 31 '04. 3. 15 '05. 6. 1 ’08.12.16 ’06. 1. 18 ‘09. 1. 8 08.2.4

대표자

(임기)

김수현(‘14..8.20∼
’17.8.19)

이전영(‘12.5.14∼
’15.5.13)

강진섭(‘14.11.10∼
’17.11.9)

이승엽(‘15.2.11∼
‘18.2.10)

이숙진(‘13.1.1∼
’15.12.31)

임성규(‘15.2.13∼
’18.2.12)

조선희(‘12.3.26∼
’15.3.25)

공석(문화체육관광본부

장 대리)

백종원(‘12.3.5∼’

15.3.4)

박윤애(‘12.4.1∼
’16.3.31)

문미란(‘14.7.1∼
‘15.3.6)

이승렬(‘12.6.29∼
’15.6.28)

조직
 1본부 5실 4센터 공공투

자관리센터, 서울시평생

교육진흥원 

1실 4본부 1센터 26팀

2부문 3실 5부  4지역본부

18지점(사이버지점 1점 

포함)

 3본부 1실 

15팀 9예술단
3실 6팀

1보좌관, 1센터,1지원

단,

2실3본부

1위원회, 1실, 4본부, 13

팀

1본부 4팀 1 감사역 

1예술단

2단 1연구소 3본부 1센터 

12팀
1국 3부 1사무국 2부 2본부 1실 8팀

정

원

내

정원 108명 236명 292명 351명 49명 91명 98명 144명 152명 24명 8명 57명

현원 97명
197명

(무기계약 67명 포함)

293명

(별도정원 4명 포함)
265명 36명 89명 68명 130명

98명(무기계약 13명 포

함)
23명 5명 40명

정

원

외

무기 - 무기계약직 정원 내포함 10명 34명 15명 18명 40명 3명 무기계약직정원 내포함 - - -

기간제
188명(무기계약 20명 포

함)
54명 113명 139명 17명 45명 35명 2명 60명 11명 - 53명

단시간 4명 15명 0명 - - - 51명 - 1명 1명 - -

이

사

정원 12명 10명 8명 15명 20명 10명 15명 9명 15명 25명 11명 13명

현원 10명 9명 7명 2명 11명 8명 12명 8명 3명 25명 11명 7명

감

사

정원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3명

현원 2명 2명 1명 0명 2명 2명 1명 1명 1명 1명 2명 1명

'15

예

산

본

예산
270억 원 1,154억 원 1,656억 원 380억 원 119억 원 190억 원 290억 원 180억 원 486억 원 25억 원 135억 원 184억 원

市

출

연

금

∼'14

( 누 적

액)

1,973억 원 1970.4억 원 3,123억 원 3,503억원 649억 원 822억 원 1,583억 원 984억 원 883억 원 160억 원 769억 원

100억 원

(‘08 1차 70, 2차 30)

지분: 48.14%

'15 186억 원 288.1억 원 190억 원 214억 원 49억 원 157억 원 104억 원 102억 원 180억 원 24억 원 101억 원 -

주요

사업

-연구 사업 

 ․자체 과제

 ․수탁 과제

 ․협약 과제

-공개학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창업(교육,보육)

-판로마케팅지원

-지식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DMC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회적 기업 업무지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운영

-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여성역량강화

-성인지력 향상

 ․여성가족 관련 문화활동

 ․서울 여성   플라자  

운영관리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미래형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복지 활성화

-민간네트워크 확충

-정책 및 모델  연구개발 

활성화

-예술창작활성화

-예술교육사업

-문화도시생활 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문화소통 및 정책 연구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시민디자인 연구

-시민서비스 

디자인사업

-디자인 생태계조성

-패션봉제사업

-자치구센터, 시민, 

풀뿌리단체 등 

성장센터

-소통협력지원통한 

플랫폼센터

-조직경쟁력 강화

-대학분야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

-고교/하나고 

분야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국제회의,인센티브 

관광, 전시 등  (MICE) 

관련 사업

<표 3-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2015. 0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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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 실태

서울시 출연기관 중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재단 등과 같이 특별한 설비 없이 소프트웨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시민의 직접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은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지

하철 양공사는 교통사고 재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 공간이 지하라는 점에서

위험의 정도가 크다. SH공사는 주로 건설사업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건설과정에서의 위

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건설노동자의 안전 문제로 결과지어질 수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주로 건축물, 사업장 내 운반 및 운송기계 등이 위험의 대상이 되며 역

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나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설공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맹수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놀이기구나 동물로 인한 상해가 노

동자나 이용자에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역주민이나 저소득 계층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불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위험

문제는 주로 ‘낙상’, ‘감염’ 등과 같은 사항들이 위험요인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각 위험의 내용은 관련 법조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철도안전법 및 도시철도

법, 건설관계법, 의료관계법, 다중시설이용에 관한 관련법 등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각각의 규제는 모든 국가에, 모든 사업장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인 것인가? 규

제의 수준도 문제이겠지만 규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위험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 이는 앞 장에서도 설명되었듯이 ‘고신뢰’구조를 가지지 못한 조직운영시스템으로 인

해, 위험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 때문에 규제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즉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안전 거버넌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기관의 위험관리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에 따른 안전관

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각 조직의 위험 수준은 어떠하며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지, 의사 결정 과정은 효과적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각 조직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장애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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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및 장애 현황

1)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최근 5년까지 접수된 이용자 사고는 없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감사 결과에서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

용하는 시설물에서 통로 확보나 건축물 관리는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실제

로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내

용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농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농수산식품공사만이 가지는 특징적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부서 시행연도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액

농수산식품공

사 임대팀
2013 시정 - -

경고 1명

주의 1명

제목 임대시설 점용료 미부과 및 무단 점용시설 관리·감독 소홀

【적출내용】

❍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임대시설 임대차계약서 제17조(목적물외의 

무단사용)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 이외의 장소를 무단으로 사용(점용)하였을 경우 사용료나 부당이

득금을 납부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는 동 계약서 규정 제9조, 제13조에 의거 계약해지 

및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 또한,, “점용료부과방침기준(‘93년)”에 따라 무단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하거나 점용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대상을 영업형태상 적치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적치물이나 장기간 정리되

지 않은 고정적치물 등에 한해 점용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시장질서유지 및 안전보행 등 시설환경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임

대시설을 점검하고 계약면적이외의 불법점유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지시→ 경고→ 

시설사용제한)이나 점용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출처: 서울특별시(감사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 운영 감사 결과’, 2013.9

<표 3-4> 점용시설 관리소홀에 관한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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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시행연도
행정상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조치방법 금액

농수산식품공사 환경관리팀 2013 주의 - - -

제목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등 공사계약 업무소홀

【적출내용】

❍ 공사에서는 2010.2∼2011.7월 사이에 ‘물정화처리장 탈수설비 정비공사’ 등 4개공사를 수의계

약(총계약금액62,767천원)으로 시행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7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대상 전문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낙찰업

체에 대해 해당공정에 따른 업종별 건설업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어야한다.

❍ 그런데 공사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없이 〔표1〕과 같이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5> 건설공사에서 무등록 업체계약에 대한 지적사항

부서 시행연도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액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 2013 주의 - -

경징계 1명

경고   1명

주의   1명

제목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적출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의2 별표1에 따라 출하일자·출하자·품목

이 동일한 농산물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동시행규칙22조에 따라 검사결과 시험성적서에 폐기처분대상으로 나

올 경우 시장은 이에 따라 해당식품을 수거하여 전량 폐기토록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2012.11.19.에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출하된 열무 936kg 중 출하분 160kg에서 잔

류농약(펜시쿠론)이 기준치보다 8.96배가 검출되었음에도, 전량에 대해 유통중지를 명하지 않고 양

성반응이 나온 일부출하분에 대해서만 조치하여 타 도매법인 출하량 776kg이 시중에 유통되게 하

였다.

- 또한,, 같은 날 출하된 시금치 536kg중 160kg에서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보다 36.7

배 높게 검출되었음에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치하여 타 도매법인 출하량 376kg이시중에 유통되게 

하였다.

- 특히 “클로르피리포스”는 유독성 유기인산계 살충제로서 천식유발과 뇌와 중추신경계통에 유해

하여 미국환경보호청이 농업용도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고독성 유해물질임에도 이에 대한 유

통중지 등 관련조치를 소홀히 하여 전량수거하여 폐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식용으로 부적합한 농

산물이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6> 농수산물 부적격 대상에 대한 미폐기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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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양공사

열차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한 ‘운행장애’와 ‘열차지연’은 서울메트로에서 지난 10년 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열차지연이 2010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게 된 배경에

는 지하구간 전체의 스크린도어 설치로 이용자 사상사고가 감소한 결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연간 10건 이내의 발생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서울메트로 운행장애와 열차지연 현황(단위: 건)

* 주: 운행장애는 “철도사고및운행장애조사처리규정” 중 “정거장에서 1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를 의미함.

* 출처: 서울메트로, 「2013년도 경영자료 및 통계편람」,2013. 3.

다음의 자료는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통계이다. 다른 모든 장애나 사고가 줄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안전사고는 2010년을 기점으로 유독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승강장 안전사고는 이용자의 피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

수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승강장에서만 사

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 서울메트로 승강장 안전사고(전도, 연단실족) 발생현황(단위: 건)

* 자료 출처: 서울메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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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오히려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크린도어

설치로 승객이 선로에 추락하는 등의 문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반대로 스크린도어의 고

장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겹문의 배치로 인한 승무원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이 스크린 도

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과정에서의 문

제점 및 관리 주체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미 관련사

항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으며 2014년 사고의 주요 내용도 스크린도어와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지적사항

2010

○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업무 추진 부적정(관련자 5명【주의】처분요구)

  - 특정업체의 PSD구동장치를 도철이 국산화 개발한 것처럼 위장한 후 해당제품 사양을 기

술표준 규격으로 채택하는 등 위 업체에 특혜제공

  - 8호선 암사역 등 20개역 PSD 제작구매 설치계약 추진 부적정

  - 예산절감을 이유로 모듈화 공법(구조체)을 설계에 반영하고도 설계가격에는 미반영

  - 예산절감 성과금 신청 및 집행 부적정

○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업무 부당처리【통보(인사자료)】

  - 특정업체의 PSD구동장치를 도철이 국산화 개발한 것처럼 업무처리

  - 국산화 공동기술개발을 이유로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사양을 특정

  - PSD 제작․설치공사 발주관련 협의업무 부당처리

2012

○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등 공사계약 업무 소홀【기관주의】 

  - PSD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업체 (주)DUANI가 제조업체로서 해당면허가 없어 당초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과거 PSD제작납품업체와 수의계약함으로써 4개 역

사를 무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전원선과 통신선 이격거리 미준수 등 설계 소홀【통보】 

  -‘7호선 수락산역 등 10개역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등 10개역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등 총

14건(142개역)의 PSD종합제어반 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옥내통신선은 300V 이하 전선과는 

6㎝이상 이격 거리를 두거나 전선관에 수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이격 거리 없이 시공한 전원

선과 통신선에 대해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

○ 설계도서 작성소홀 및 설계변경 (정산) 미이행【시정】 

  - PSD종합제어반 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여건보다 과다산정(11건), 설계도면 미작성

(7건) 등 소홀히 발주하였으며, 11건이 설계된 연장보다 최소 72m∼7,040m까지 감소설치 하

였는데도 정산조치 하지 아니하여 197,194천 원 과다 지급함

* 출처: 서울시의회·서울지하철노동합·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서울시 지하철 안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4.10

<표 3-7>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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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사고지점 사고유형 사고정도

‘11.03.13 2호선 강변역 열차 진입 중 난간형 PSD 뛰어넘어 투신 사망 승객사망

‘12.12.28 2호선 용두역
전동스쿠터 승객이 승차 중 출입문과 PSD 끼인 후 

선로에 추락 부상
승객사망

‘14.09.25 4호선 총신대입구
닫히는 출입문에 지팡이를 끼인 승객이 출발하는 열

차에 끌려들어가 사망
승객사망

’14.07.13 4호선 과천역 출입문센서 미감지. 스크린도어 문제 승객부상

* 출처: 위의 자료

<표 3-8> 최근의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 현황

3)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6건9)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난

다. 주된 사고 원인은 ‘낙상’이었는데 환자의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불안전한 침

상구조와 환자의 이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점이 상호작용하여 낙상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연번
발생

연도
사고원인 관련부서 발생내용

1 2010 낙상 신경외과 수면제 복용 후 침상 낙상하여 골절 발생

2 2011 낙상 소화기내과 수면내시경 후 환자 낙상하여 출혈발생

3 2012 낙상 재활의학과 X-ray 촬영 중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 발생

4 2013 낙상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중 낙상하여 타박상 발생

5 2013 낙상 소화기내과 낙상으로 인한 왼쪽 팔 골절 발생

6 2014
실 습 생 과

실
간호교육팀

간호실습생이 환자 휠체어 이동 중 승강기 안에서 회전하

다가 과실로 승강기 벽에 충돌하여 발목 골절 발생

* 출처: 서울의료원 제공

<표 3-9> 서울의료원 지난 5년간 시민안전사고 발생 현황(원인별)

나. 안전관리비용 평가

일반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관리비용도 커진다. 관리비용의 핵심은 바로 ‘안전’비

용이다. 이 안전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수선’이라 불리우는 계획적 예방정비이다.

따라서 비용의 규모도 크다. 예방정비만 잘 되어도 상당수의 크고 작은 사고는 예방할 수

9) 서울의료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총무팀 고객지원 파트’에서 확인된 건에 한함. 타 부서에서 처리한

건 관련 자료는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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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나머지는 부품

교체 정도의 보통수선이 담당하면 된다. 예방정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영세기업을 불문하고 나타났던 각종 화학물질 누출, 폭

발사고가 이런 예방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방정비

는 특정 연도에 있어서 각 설비의 예방정비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연간 예비정비 계획의 목적은 계획 연간의 모든 기간 동안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적절

한 예방정비를 통해 각 설비의 성능 향상과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불어 설비계통의

신뢰도 향상과 총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상적인 설비 보수 계획은 생산비용과 설비

계통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10)

따라서 안전관리비용은 설비의 증가에 따른 또는 노후화에 따른 적절한 사고 예방 및

수명 연장 효과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큰 유형자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보통+기획수선유지비의 규모가

2013년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보다 현저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 수선비는 주로

건물과 시장시설물, 주차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2011년을 기

점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일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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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기획수선유지비 유형고정자산

<그림 3-3> 유형고정자산과 보통+기획수선유지비 현황(단위: 백만원)

* 출처: 농수산물식품공사 제공.

10) 한국자원경제학회, 「발전사 표준 수선유지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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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양공사

서울메트로의 경우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류, 선로, 전로, 전동차 차량, 공기구

비품 등)에 대한 투자는 최근 4∼5년간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가상각비

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투자 부실뿐만 아니라 설비 노후화로도 이해될 수 있다. 약 4조3천억 원에 이르

는 유형고정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선유지비는 1,200억 원 가량 소요되고 있는데

이 비중은 3% 내외이다. 수선비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

년 소폭 상승하고 있어 2013년에 와서야 2009년 수선비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설은 노후화하고 있는데 수선비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다.

<그림 3-4> 서울메트로 유형고정자산과 수선유지비+지급수수료 추이_토지제외(단위: 원)

* 출처: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경영자료 공시.

* 주1: 토지를 제외한 이유는 2013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토지가액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임.

* 주2: 수선유지비는 수선비(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의 수선을 외부에

의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와 유지비의 합계로

유지비의 경우 일상적인 소모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급수수료는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유지비용, 청소용역비, 각종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 8년간 양공사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증

가하여 노후화되고 있으나 신규투자는 미미한 상황이고 외부수선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라면 지하철 설비의 안전성이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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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6년

대비 

2013년 

서울메트로 9,876 10,118 9,834 9,714 9,535 9,200 8,983 8,991 -11.1

도시철도공사 6,755 6,845 6,724 6,440 6,395 6,376 6,488 6,538 -4.5

출처: 서울메트로 「통계편람」 2013년, 서울도시철도공사 「경영자료」 2013.

<표 3-10> 지하철 양공사 인력(현원) 현황

3)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지난 5년 사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수선비의 경우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와서야 다소 높아진 수선비 지출을 보이고 있다.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시설

노후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보수를 포함한 계획예방정비 개념인 수선비의 증

가는 필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적

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구축물의 잔존가액보다 매년 지출되는 수선비의 규모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농수산식품공사와 같은 유형의 사업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반면 지하철양공사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하철 시설의 경우 자본집약적 성격

을 갖고 있으며 각 (신호)장비나 차량의 감가상각기간이 건물보다 짧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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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설관리공단 유형고정자산(건축물)과 수선비(단위: 원)

출처: 시설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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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년도

검진

인원

유소견자

(D2)

D2 진단명별 변화 현황

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혈액조혈

기계
청력

2014 9,293
1,555

(16.7%)
2,032 914 947 145 6 13 6 1

2013 9,180
1,742

(19.0%)
2,294 1,300 726 225 15 12 16 0

2012 9,210
1,611

(17.5%)
1,973 869 846 184 30 20 24 0

2011 9,561
1,471

(15.4%)
1,737 1,060 420 227 8 10 12 0

2010 9,725
876

(9%)
1,003 607 252 108 5 13 18 0

* 출처: 서울메트로 제공

* 주: 일반검진 유소견자 1명에 중복질환 존재

<표 3-11> 서울메트로 일반건강진단 결과 D2에 대한 진단명별 변화 현황(단위: 명)

다. 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 적합성

1) 지하철 양공사

(1) 일반적인 건강 상태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40대 중반을 넘어서

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일반질병(성인병) 노출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정신건강 장애수준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2배에

서 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안전을 훼손할 수도 있고 안전을 지킬 수도 있는 현업 노동자들이 안

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지, 이를 위한 기업의 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

는지 평가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메트로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이상소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증가에 따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가비율이 매우 높아 우려스

러운 상황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소견이 많이 나온 순환기계

문제는 ‘뇌·심혈관계질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질병은 초기에 관리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활동력 장애나 쓰러짐, 사망으로 이어지는 ‘뇌졸중,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병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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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검진인원 유소견자(D1) D1 진단명별 변화 현황

2014 7,811 0  ▹ 직업성 유소견자 없음

2013 3,655 0  ▹ 직업성 유소견자 없음

2012 3,635 1  ▹ 청력 1 (작업재배치)

2011 3,705 1  ▹ 청력 1 (작업재배치)

2010 3,725 2  ▹ 청력 1, 호흡기계 1(작업재배치)

* 출처: 앞의 자료

<표 3-12> 서울메트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D1에 대한 진단명별 변화 현황(단위: 명)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질병 유소견자

비율은 서울메트로(2014년 약 17%)보다 낮아 약 9%로 나타나고 있지만 건강주의자 그

룹이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유소견자 비중도 경향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보여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검진인원 6,495명 6,467명 6,467명 6,602명 6,699명

건강주의(C=R1)
2,167명

(33.4%)

1,952명

(30.2%)

1,830명

(28.3%)

2,186명

(33.1%)

2,482명

(37.0%)

일반질병유소견자 (D2)
359명

(5.5%)

752명

(11.6%)

661명

(10.2%)

775명

(11.7%)

602명

(8.9%)

계(건) 385건 839건 708건 857건 703건

질

환

분

류

(건)

악성신생물 (악성종양 )(C) - - - - -

양성신생물, 혈액질환과  

면역장해(D)

2

(0.5%)

6

(0.7%)

1

(0.1%)

2

(0.2%)

2

(0.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당뇨 등 )(E)

115

(29.9%)

301

(35.9%)

213

(30.1%)

228

(26.6%)

204

(29%)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H)
- - - - -

순환기계의 질환

(고혈압, 고지혈 등)(I)

251

(65.2%)

416

(49.6%)

400

(56.5%)

499

(58.2%)

414

(58.9%)

호흡기계의 질환

(폐질환 등)(J)

5

(1.3%)

21

(2.5%)

41

(5.8%)

34

(4%)

30

(4.2%)

소화기계의 질환

(간장질환 등) (K)

9

(2.3%)

89

(10.6%)

46

(6.5%)

86

(10%)

42

(6%)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신장질환 등)(N)

2

(0.5%)

6

(0.7%)

7

(1%)

8

(0.96%)

9

(1.3%)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B) - - - - -

기타증상, 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R)

1

(0.3%)
- - -

2

(0.3%)

* 출처: 도시철도공사제공.

* 주: 질환인원과 건수의 차이는 1인 2건 이상의 유질환으로 인한 것임.

<표 3-13> 서울도시철도공사 일반건강진단 결과 D2에 대한 진단명별 변화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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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병률(%)

기관사 유병률(연령보정) 전국민남성(2001)

주요우울증 1.6 0.8

외상후스트레스장애 0.4 0.1

공황장애 0.7 0.1

* 자료: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2007년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정신보건 임시건강진단

최종보고서’, 2007

<표 3-14> 주요 정신질환의 연령보정 유병률과 전국민 분석 자료와 비교

한편 매년 1명 수준에서 자살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철도의 기관자 자살 문제는 어제 오

늘 얘기가 아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인 건강 장애를 살펴본 선행 조사(가톨릭대

학교)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드러났다. 일반 인구집단보다 2배∼7배까지 높은 유병

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직업 때문이든 아니든 객관적인 수준에서 지하철

기관사들은 위험한 정신건강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74년에 가장 먼저 개통된 서울메트로의 경우 현재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장기근속을 전제로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숙련의 향상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운전과 같은 업무의 경우 집중도(시력 등)의 저하나 신체

적 민첩성의 저하를 겪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매년 높아지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령에 따른 노화요인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연령의 고령화로 인한 업무 적합 능력 감

소라는 물리적 요인이 대두되는데 이에 따른 경한 업무나 새로운 업무로의 전환을 신속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일반 건강 상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의료원의 경우 다양한 직종이 있고 질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

상태 악화는 환자와 노동자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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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환소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합계

C2

간담도계 2 2 3 1 8

비뇨기계 - - - 2 2

신경계 - - - 1 1

심혈관계 - 3 1 1 5

조혈기계 5 2 11 5 23

피부질환 - - - 2 2

호흡기계 - - 3 1 4

합계 7 7 18 13 45

D2

심혈관계 - 4 - 1 5

조혈기계 - - - 1 1

합계 - 4 - 2 6

총합계 7 11 18 15 51

<표 3-15> 서울의료원 일반건강 요주의자(C2) 및 질환자(D2) 변화(단위: 명)

(2) 산업재해

서울시 지하철 노동자 산업재해의 경우 매년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최

근 수년간 횡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해의 주요요인은 ‘추락, 전도, 충돌, 협착’ 등 재

래형 사고 유형을 보이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06년 100

명에 가까운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는데 이후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

어들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질환자들의 은폐 가능성도 제기된다.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월

합계 432 70 153 70 30 22 24 23 16 11 13

사망 12 3 2 2 3 1 1 - - - -

부상 420 67 151 68 27 21 23 23 16 11 13

재해율 - 0.71 1.55 0.70 0.29 0.22 0.24 0.23 0.18 0.12 0.14

* 재해율= 환산재해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9,150명)

* 자료 출처: 서울메트로 제공.

<표 3-16> 산업재해 발생현황(단위: 명,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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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계

계 70 153 70 30 22 24 23 16 11 13 432

추락 2 2 4 3 1 1 1 2 1 - 17

전도 15 12 7 6 9 1 4 2 3 4 63

충돌 14 13 7 3 3 2 - 2 - 4 48

협착 2 3 3 1 1 2 4 5 1 2 24

감전 4 1 1 - - 1 4 - 1 - 12

낙하물 2 4 2 1 2 - - - 1 - 12

절단 - - - - - - - - 1 - 1

무리한 동작 15 13 5 6 2 - 1 2 - 1 45

근골격계 7 96 7 - 1 3 3 - 1 - 118

화상 1 - - - - - - - - - 1

질병 6 1 3 3 1 3 1 - - 1 19

제3자 기인 - 6 9 - - 3 2 2 2 - 24

운동 중 - - 20 6 2 5 1 - - - 34

기타 2 2 2 1 - 3 2 1 - 1 14

* 자료 출처: 서울메트로 제공.

<표 3-17>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현황(단위: 명, 서울메트로)

한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다른 안전이 관리되는 상황 중 가장 덜 관리되는 경향을 보

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그래프는 각종 운행장애와 안전사고 중 직무사고의 비중을

다룬 것인데 최근에 와서 50%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관리보다 직

무사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3-6> 각종 사고 중 직무사고 비중

* 자료출처: 철도사고, 운행장애 및 무정차 등 안전사고 발생현황(서울메트로 제공)에서

가공

특히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어 정신건강에서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으며 이유는 직무 연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11)

11) ‘공황장애로 자살한 고 이재민 기관사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2014년 5월 30일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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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재해당시 소속 상병명 유형 비고

2010년

(7건)

청계천관리처 외상성경막하출혈/두개골선상골절 떨어짐 퇴사

장애인콜택시 좌측제8-11 늑골골절 넘어짐 재직

도로관리처 우측쇄골간부골절 / 경추부염좌,두피열상 넘어짐 재직

도로환경처 좌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넘어짐 재직

도로환경처 좌측 무리한동작 재직

도로관리처 우측  제4수지 원위지부 완전절단 끼임 퇴사

어린이대공원 안면  상구순부위 개방창 동물상해 재직

2011년

(13건)

강북공사 다발성골절,  저혈량성쇼크 교통사고(사망) 퇴사

청계천관리처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떨어짐 퇴사

청계천관리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떨어짐 퇴사

청계천관리처 경부  염좌, 요부염좌 떨어짐 퇴사

장애인콜택시 좌측  2,3,4수지 압궤상 끼임 퇴사

어린이대공원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동물상해(염좌) 재직

도로관리처 좌측  족관절 원위 비골 견열골절 기타(골절) 재직

청계천관리처 좌슬부  찰과상 및 염좌 물체에 맞음 퇴사

도로관리처 좌  2, 3수지 신경 및 동맥손상 끼임 퇴사

장애인콜택시 요추부  염좌 기타(염좌) 재직

청계천관리처 좌슬부  찰과상 및 염좌 낙하(염좌) 퇴사

도로관리처 좌  2, 3수지 신경 및 동맥손상 협착(압궤상) 퇴사

장애인콜택시 요추부  염좌 기타(염좌) 재직

2012년

(7건)

어린이대공원 요추  1번 척추 파열골절 떨어짐 재직

장애인콜택시 우측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 무리한동작 재직

교통시설관리처 외상성경막외출혈, 뇌좌상,폐혈증 등 교통사고(사망) 퇴사

교통시설관리처 좌측 족관절 표재부 열상 기타(열상) 퇴사

<표 3-18> 시설관리공단 산업재해 현황

2)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5년간 이용자 및 공중의 사상 사고는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유래 없이 15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초에

발생한 사육사 사망 건을 고려한다면 사망재해가 매년 1건씩 발생하는 재해 다발 사업장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노동자 사망이 이용자 안전과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이 29일 공황장애를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고 이재민 기관사

의 유족이 “산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2년 3월12일 5호선 왕십리역에서 투신했다. 평소 1인 승무·업무 외적 실적

관리·휴가통제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직무

스트레스는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공황장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법원은 사건 발생 이전 이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볼 때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있었

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씨의 자살 이후 업무스트레스에 따른 우울·불안에 시달리던 황선웅(2013

년 1월)·정재규(2013년 10월) 기관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실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0

년부터 기관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해 불법 노무관리를 해 온 사실이 올해 서울시 감사를 통해 확인

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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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영처 우측종골골절(폐쇄성) - 뒷꿈치뼈 떨어짐 재직

청계천관리처 제1∼2요추 척추골 골절 넘어짐 재직

도로환경처 요추부 기립근 부분 파열 교통사고 재직

2013년

(4건)

도로환경처 좌 슬부 전방십자인대 염좌 넘어짐 재직

장애인콜택시 엄지발가락 골절 끼임 재직

교통시설관리처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파열 근육파열 퇴사

어린이대공원 제1요추 압박골절 떨어짐 퇴사

2014년

(15건)

상가운영처

우측주관절 관절내 분쇄골절/우측주관절요

골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우측주관절공통신

근건의 외상성파열

넘어짐 재직

도로관리처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화상 재직

장애인콜택시운

영처
제3,4요추우측횡돌기골절/요추부염좌 넘어짐 재직

장애인콜택시운

영처

좌측다리비골신경손상/요추부염좌,양측완관

절염좌/좌측제1수지골염좌/뇌진탕(불승인)
끼임 재직

어린이대공원
좌측경비골원위부관절내분쇄골절/경추부염

좌/양측슬관절부타박상
떨어짐 퇴사

청계천관리처 좌측요골간부분쇄골절(왼쪽팔골절) 넘어짐 재직

장애인콜택시운

영처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끼임 재직

청계천관리처 제4요추 압박골절 넘어짐 퇴사

청계천관리처 우측무릎 견열(골절) 떨어짐 재직

장애인콜택시운

영처
좌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넘어짐 재직

도로환경처 요추1번 분쇄골절 떨어짐 재직

추모시설운영처 왼쪽손목 자뼈와 노뼈하단 골절 넘어짐 재직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뇌경색 고혈압 재직

상가운영처 어깨근육파열(회전근골격) 　 퇴사

장애인콜택시운

영처
관상동맥 3개소 막힘 심장마비(사망) 퇴사

* 자료 출처: 시설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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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지하철 세부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12)

가. 차량 분야의 안전 관리 실태

1) 차량의 노후화 수준과 안전성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차량 노후화 수준을 전국 지하철 사업장과의 비교 속

에 살펴보자면, 2013년 12월 현재 전체 5,535량 중 2.4%인 132량이 현재 25년 이

상된 노후 차량이었다. 또한, 16%(886량)가 21∼25년 사이에 해당되었고, 28.6%인

1,584량이 16∼20년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41%(802량)

가 21∼25년 된 차량으로 파악되어 전국 지하철 사업장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차량의 보

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울메트로를 제외하면 부산지하철(25년 이상 132량, 21∼25

년 84량)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하

여 다른 도시철도에서는 아직 20년을 초과한 차량은 없는 상태이다.

             년수

 기관
구분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5년

이상
합계

폐차

현황

합계
차량수 864 730   1,339   1,584   886   132   5,535   775   

비율 15.6% 13.2% 24.2% 28.6% 16.0% 2.4% 100.0% 　

서울메트로
차량수 340 334 76 402 802 0 1,954 760 

비율 17.4% 17.1% 3.9% 20.6% 41.0% 0.0% 100.0%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수 56 0 727 834 0 0 1,617 3 

비율 3.5% 45.0% 51.6% 100.0%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차량수 144 0   0   0   0   0   144   -

비율 100.0% 　 　 　 　 　 100.0%　 　

부산교통공사
차량수 102 80 336 144 84 132 878 -

비율 11.6% 9.1% 38.3% 16.4% 9.6% 15.0% 100.0% 　

대구도시철도공사
차량수 0 180 0 204 0 0 384 12 

비율 46.9% 53.1% 100.0% 　

인천교통공사
차량수 72 0 200 0 0 0 272 -

비율 26.5% 73.5% 100.0%　 　

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수 40 52 0 0 0 0 92 -

비율 43.5% 56.5% 100.0%　 　

대전도시철도공사
차량수 0 84 0 0 0 0 84 -

비율 100.0% 100.0%　 　

부산-김해경전철(주)
차량수 50 0　 0 0 0 0 50 -

비율 100.0% 100.0%　 　

의정부경전철(주)
차량수 30 0 0 0 0 0 30 -

비율 100.0% 100.0%　 　

용인경량전철(주)
차량수 30 0　 0 0　 0　 0　 30 -

비율 100.0% 100.0%

출처: 이노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14.5)

<표 3-19> 전국 도시철도 사업장의 사용기간별 전동차 보유현황(2013년 12월)

12) 주로는 이영수·이승우(2014), 「육상 교통·물류 분야의 안전 위협 요인과 개선방향 연구」 일

부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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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메트로의 노후화 실태를 각 호선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현재 총 1,954량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호선에

편성된 차량이 834량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3호선(490량), 4호선

(470량), 1호선(160량) 순이다.

도입년도 합계
사용

년수
도입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25년 기준시 

대폐차 시기

합계 1,954 1,954 160 834 490 470

1974∼86년 교체완료

1989년 142 25 142 64 78 2014년

1990년 268 24 126 67 59 2015년

1991년 466 23 198 175 23 2016년

1992년 600 22 134 80 54 2017년

1993년 802 21 202 60 14 128 2018년

1994년 1,112 20 310 20 290 2019년

1995년
1,184

(1,944)
19 72 20 52 2020년

1호선

1998년 1,204 16 20 20 1974년 도입 

대·폐차용1999년 1,244 15 40 40

2002년 1,280 12 36 36

1977∼78년 

도입

대·폐차용

2호선

2005년 1,334 9 54 54
1980년 도입

대·폐차용

2007년 1,404 7 70 70 1982∼86년 

도입

대폐차용2008년 1,614 6 210 210

3호선

2009년 1,884 5 270 270 1984∼85년 

도입

대·폐차용
2010년

1,944 4 60 60

1,954 4 10 10
연장구간 

증차용

출처: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표 3-20> 서울메트로 전동차 보유 현황(2013년 현재, 단위: 량)

차량의 내구연한 기준을 25년으로 설정할 경우, 3년 이내 교체해야 하는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역시 2호선으로, 총 320량인 38%(2호선 전체 대비 비율)가 교체대상이다. 그

다음은 3호선으로 81량(17%)이 교체대상이며, 1호선은 64량(40%)이 해당된다. 전체

적으로 24%에 해당하는 465량이 3년 이내에 대·폐차가 되어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기준이 삭제되기 전까지, 서울메트

로는 25년을 기준으로 기존 차량을 대·폐차해 왔다. 즉 1974∼86년 사이에 도입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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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진단 현황

 - 대상수량: 204량(2호선 145대, 3호선 59대)

 - 도입시기: 1989∼1990년(25년 내구연한 시기: 2014∼2015년)

 - 진단기간: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진단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진단결과: 2013년 12월 9일 2호선 전량 연장 사용 결정(일본형: 5년, 영국형: 6년). 3호선 차량 

역시 전량 5년 연장 사용 결정.

※ 전동차 유형 가운데 가장 구형인 1호선의 저항차 64량(1989년 도입)은 본 정밀진단에 이미 진단

을 실시하여 대수선 후 15년 연장 사용을 결정(대수선 비용 111억원).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21> 서울메트로 전동차 정밀진단 현황

들은 각각 25년이 되던 해에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되었다. 이후 1998년 20대를 시작으

로 2010년까지 총 760대 차량이 도입되었다.

사용연한 25년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폐차해야 할 차량대수가 465량, 혹은 21년 이상

사용차량 대수가 802량이라는 데이터와 평균 사용년수(15.2년) 데이터 등을 통해 서울

메트로의 차량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동차 노후화에 직면하여 서울메트로는 일부 전동차에 한하여 전동차 정밀진단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다.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2조(2009)에 따르면, 도시철도 사

업자는 차량 정밀진단을 통해 사용연한을 25년에서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서울메

트로는 25년이 임박한 차량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가장 구형인 저항차 64량은 15년 연장, 2호선과 3호선의 204량에 대해서

는 최대 6년까지 연장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5월 2일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상왕십리

역 사고는 서울메트로에서는 일반 운행시간 중 발생한 최초의 추돌사고였다. 그리고 이때

편성된 차량이 모두 20년 이상된 전동차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추돌사고와 더불어 차량

의 사용연한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을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하면서, 호선별로 장기사용 전동차를 앞당겨 교체하겠다고 공표하였다.

 ○ 2호선(500량)은 당초 2024년에서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ATO 차량으로 교체. 우선적으로 교체

하되 신호장치 현대화(ATS → ATO).

 ○ 3호선(150량)은 당초 2024년에서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연장 사용기간 중 ATO 차량으로 교체

※ 1․4호선은 기존 계획대로 교체 추진하며, 계획 기간 중 노후화 진행으로 교체가 필요한 총 114대

(2호선 100, 3호선 14)도 교체대상에 포함 

 ○ 추진일정: 2014 ∼ 2022년

 ○ 소요예산: 8,775억원 (2호선 6,750억원, 3호선 2,025억원)

<표 3-22>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대책 일부(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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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2호선

3호선
1차 2차

사업기간 ’14∼’22년 ’14∼’18 ’16∼’20 ’18∼’22

교체물량 650량 266 234 150

소요예산 8,775억원 3,591 3,159 2,025

<표 3-23> 서울시의 차량 구입 계획(2014. 5)

도입년도 합계
사용

년수
도입량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5년 기준시 

대폐차 시기

합계 1,620* 1,620 608 328 552 132

1995 366 19 366 366 2020년

1996 834 18 468 242 136 90 2021년

1999 876 15 42 42 2024년

2000 1,564 14 688 328 360 2025년

2012 1,620 2 56 56** -

* 2005년 1월 3일 7호선 화재로 3량(2000년 도입)이 소실되었으며, 소실분을

감안하면,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수는 1,617량임.

** 2012년 도입한 7호선 56량은 제작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내구연한을 40년으로 정함.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24>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보유 현황(2013년 현재, 단위: 량)

그런데 서울메트로 전체 차량에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1992년 도입된 차량(VVVF

ADV/ DV) 제작사양서 상의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내구성 확보”가 명시되

어 있다. 2000년도부터 “25년 이상의 내구성 확보”를 전환되었으나, 그 이전 도입차량들

은 대략 20년 정도의 사용연한을 설정하고 제작·생산된 것이다.

결국 1990년대 초반, 20년 사용을 목표로 생산되어 도입된 차량들이, 설계기준보다

이미 3년 정도를 초과하여 운행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사용 차량은 폐기했던 것과 달리, 사용내구연한 삭제 규정으로 인해, 당장 2015년부터

25년 이상의 차량이 운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비교해, 서울도시철도는 대·폐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른 편이다. 서울도시철도의 경

우, 현재 16∼20년 사이의 차량이 834대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1∼

15년이 727대(45.0%), 5년 이하가 56대(3.5%)이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 역시 4∼

5년 내에 가장 먼저 개통한 5호선 차량(1995년부터 운행)을 시작으로 노후화 문제에 직

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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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검 사 내 용
소요

시간

점 검

항 목
기준

기

타

검

사

출고

점검

￭ 차량기동 후  영업운행 적정여부 확인 후  승무원에게 

인계

 - 제동/역행, 각종 계기류 현시, 회전기류 기동상태, 객실 

기기류 작동 및 설비상태 등

30분 없음
매

출고시

도착

점검

￭ 운행 후 입고 후 시행하는 검사

 - 검사항목: 각종 마모부품 점검 등 

 • 실내, 옥상, 상하기기의 주요부품외관 손상 여부, 소모

품 마모상태, 주요장치 기능 확인

45분 25개
매

입고시

정

기

검

사

일상

검사

￭ 차량 각부 외관 및 기능검사 시행

 - 검사항목: 판타그라프 기능상태 등 

 • 주요부품의 외관 손상여부, 소모품의 마모상태.   주요

장치 기능 확인

1 2 0

분
112개

3일

(72시간)

월상

검사

￭ 일상검사 항목외 각종 함내 기기검사 및 기능시험

 - 검사항목: 역행, 제동시험 등 

 • 주요부품의 외함 해체후 점검, 회전기류에 주유, 각종 

소모품 교체

 • 주요부품의 단자, 나사류 조임상태, 주요장치 성능 확인

8 시

간
202개

2m/3m

(3만

/5만㎞)

중간
- 주요부품의 분해검사, 수선 및 시험시행

- 시운전 시행으로 성능 확인
18일

1,400

개

2/3년

(30만

<표 3-25> 전동차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서울메트로)

2) 차량 분야의 안전관리방식 완화

차량 분야의 안전관리는 크게 “자체 검사방식 완화, 정비파트 외주화, 부품 관리방식의

후진성, 숙련된 정비인력의 유지 등”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울시 양대 지하철 사업장 모두에서 차량 정비인력의 감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안전관리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 점검을 아예 삭제하거

나 검수주기를 늘리는 형태로 검사방식을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일부 경정비 분야를 외주화하거나, 혹은 중정비까지도 외주화하는 양상이 나타나

고 있다. 부품관리방식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충분한 예비 부품을 구입할 수 없

다보니, 결과적으로 사전적 예방정비가 아닌 사후적 조치 중심의 정비방식을 초래하고 있

다.

(1) 차량 검사방식의 이완

차량 검사는 사업장마다 일부 용어상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입출고 점검, 일상검사, 월

상검사, 연간검사(중간검사, 전반검사)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입출고 점검부터

월상검사까지가 ‘경정비’에 해당되며, 연간검사가 ‘중정비’에 해당된다.



- 53 -

/50만km)

전반

- 영구결합 부분을 제외한 부품해체 정비로 수선 및 시험

시행

- 시운전 시행으로 성능확인

21일
1,450

개

4/6년

(60만

/ 1 0 0 만

㎞)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그림 3-7> 전동차 중정비 검사 흐름도(서울메트로)

<그림 3-8> 전동차 경정비 검사 흐름도(서울메트로)

먼저 서울메트로의 검사주기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1월, 신형전동차

(VVVF 차량)의 정비 항목 가운데 월상검사의 검사주기를 2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변경했다. 이와 동시에 중간검사는 2년에서 3년으로, 전반검사는 4년에서 6년으로 각각

주기를 완화시키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차량기지에서 승무원에게 인계되기 전에

실시하던 출고 점검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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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시기

경정비

출고점검 매번 실시 폐지 2009. 12. 31

월상검사 2M
3M 또는 

주행거리 5만km 당
2008. 01. 24

중정비

중간검사 2Y
3Y 또는 

주행거리 50만km 당
상동

전반검사 4Y
6Y 또는 

주행거리 100만km 당
상동

* 구형전동차의 검사주기는 월상 2M, 중간검사 2Y, 전반검사 4Y로 동일하게 유지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26> 서울메트로의 신형전동차(VVVF 차량) 검사주기 변화*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2010년 6월까지와 비교하여 일상검사를 3일 주기에서 7일 주기

로 변경하였으며, 월상검사는 3개월에서 4개월로, 연간검사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변

경하였다. 전체적으로 검사주기가 서울메트로에 비해 긴 편인데, 첫째, 차량 자체가 서울

메트로에 비해 사용년수가 짧다는 점과 둘째, 최초 창립 당시부터 서울도시철도는 서울메

트로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 왔다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점차

노후화가 진행되는 추세에서 검사주기의 완화는 정비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

명해 보인다.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변경 시기

경정비
일상검사 3D 7D 2010. 7. 1

월상검사 3M 4M 상동

중정비 연간검사 3Y 4Y 2012. 2. 14

* 서울도시철도는 출고점검과 입고점검을 모두 폐지하였다가, 정비문제 등으로 인해 다시

부활시킴. 또한, 2010년 7월 점검주기를 변경하면서 월상검사를 교환측정검사(4M),

기능검사(6M)로 구분하고, 다시 2011년 1월에는 중정비 검사를 주요검사(2.5Y),

보전검사(5Y), 종합검사(10Y)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나, 2012년 2월 점검 종류의 혼란

문제로 다시 단순화시키게 됨.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27> 서울도시철도의 검사주기 변화*

 

(2) 차량정비 업무의 외주화

서울메트로는 2008년 12월부터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하였다. 경정비 일부 업무의 외

주화라고는 하지만, 형광등, 손잡이, 햇빛가리개 교체와 같이 운전실과 객실 내의 단순 소

모품 교체 작업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상하기기 및 제동대차 쪽의

점검과 급유 등의 정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상하기기 및 대차 분야 정비에는 주공기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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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업무내용 시행장소

소모품

부품검사

▪ 월상검사, 일상검사의 소모성부품 검사 및 교환 

등
∙1호선 : 군자차량사업소

∙2호선 : 군자･신정차량사업소

∙3호선 : 지축･수서차량사업소

∙4호선 : 창동차량사업소필터관련검사
▪ 전동차 냉방기, 회전기류 필터 교환 및 세척업

무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28> 서울메트로의 차량경정비 외주용역 업무내용

기 윤활유 및 공기필터 상태, 점퍼연결기 외관 및 연결상태, 연결장치 습동부 급유상태,

브레이크슈 및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기초제동장치 습동부 급유, 주차제동장치 습동

부 급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 운행과 직결될 수 있는 정비 업무가 외주화 됨에 따라 정비 품질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 정규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이 같은 시간대에 경정비 업무를 수행

하면서 동선이 겹치고, 검사소요시간이 증가되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즉 하나의

동선을 유지하며 여러 부품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일관 공정과 같은 현장 정비업무의 노

동과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업무를 단순하게 분절화시켜 외주화하다보니 작업 능률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주업체 직원들은 주간근무형태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

문에, 이들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하는 교체 작업이나 점검 문제는 정규 직원들의 업무부담

및 노동강도 강화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경정비까지는 인소싱으로 되어 있으나, 중정비인 연간검

사를 외주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는 내부 직원들이 공정감독을 하되 전체 중정비

작업을 외주화 하였으나, 외주업체의 정비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등 중정비의 정비 부실이

경정비로 전이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전체 6개의 중정비 공정

중 핵심적인 2개 공정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비 방식으로 돌리고, 나머지 4개 공정만을

외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12월 자회사 형태의 정비도급업체(“도시철도엔지니어링”)

를 설립하여 핵심 2개 공정은 자회사에 독점 공급하고, 4개 공정은 예전처럼 외주 정비업

체에 도급을 주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은 중정비 일부(연간검사 및 차륜 교

환)과 경정비 일부(차륜 삭정 등)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설립은 당시 사업장 내

인력 구조조정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전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주로 고령 인력들이

채용되었고, 정비직 외의 역무직, 행정직 등도 충원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령 인력과 비숙

련 직원들이 정부 업무에 투입되다보니, 그로부터 기인한 정비 품질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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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 관리방식의 후진성

일반적으로 부품 관리방식은 부품 인증, 부품 구매 및 조달, 부품 이력관리, 주기적 부

품교체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도시철도와 같은 거대장치산업에서는 이러한 부품 관리방

식이 하나의 일관된 공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품 관리방식에서 가장 핵심은 부품 분해정비주기(TBO: Time Between

Overhaul)에 따른 예방적 정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현재 이러한 TBO

에 따른 유지보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 모두 예산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예비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보

니, 결과적으로 사전적 예방정비가 아닌 사후적 수리 중심의 정비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

후적 수리란, 운용과정상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궤도와

같은 고위험산업에서는 철저히 지양해야 하는 정비형태임이 분명하다.

고장 발생시에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은, 각 부품마다 정해진 정비주기(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미한다. 통상 2000년대 중반부터 대다수 공기업들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인적 요소부터 자재(부품)에 대한 관리, 통제를

수행한다. 이는 궤도사업장 모두 마찬가지인데, ERP에 따른 부품이력관리가 이뤄진다면,

각 부품별 일련번호, 정비(교체)주기, 고장 유무, 부분 교체, 폐기 등에 대한 일원적 관리

가 작동해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의 차량 부품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제

한적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10량 단위 1개 편성당 약 42,000여종의 부품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중 영구체결 부품으로 전동차 내구연한(25년)과 동일한 수명의 부품이

28,000 여종이다. 부품 내구연한과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교체사용 부품 14,000 여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설정부품’은 790종(소모성 부품: 베어링 등 756종/

내구성 부품: 도어엔진 부품 등 32종)만 해당된다. 설정부품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주요부품으로, 별도의 내구연한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연간소요예산 및 부

품수급체계에 따라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서울도시철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소위 ‘정기교환품’이라는 이름의 820종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들 물품의 구매 방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지는데, 외자(외산 물품)의 경우 조달청

관리를 받게 되고, 내자(국산 물품)의 구매는 서울시의 심사(허가)를 거쳐 수급이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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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조달구매 물품

물품수급계획(소요량 조사) → 구매방침 → 조달청 계약의뢰 → 조달청 입찰공공 및 계약 체계 → 

물품납품

○ 자체(내자) 구매 물품

물품수급계획(소요량 조사) → 구매 방침 → 서울시 계약심사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물품 납품

※ 물품 수급 절차과정에서의 납품 소요일수 등을 감안해 외자물품은 15개월, 내자물품은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적정 재고량 관리

출처: 서울시의회 2013년 행정감사 자료

<표 3-29>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정기교환품(내자 및 외자 물품) 수급 절차

월 상 2년 4년 6년 8년 12년 합 계

저항차 - 246 23 - 5 5 279

일본쵸파차 1 164 20 - 8 4 197

영국쵸파차 2 254 113 - 15 8 392

현대VVVF차 - 117 131 1 5 5 259

대우VVVF차 - 93 104 1 8 1 207

합 계 3 874 391 2 41 23 1,334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30>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종류별 내구연한 년수별 현황

위 표에서처럼 각 차종별 설정부품은 부품 특성에 따라 2년, 4년, 6년 등과 같이 내구

연한을 지니게 되고, 그 시점에 맞춰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된다. 다음 표는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종류에 따른 설정부품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종  류 저항차 일본쵸파차 영국쵸파차 현대VVVF 대우VVVF 합 계

설정 수 279 196 390 259 207 1,331

소모성부품 269 186 370 248 196 1,269

내구성부품 10 10 20 11 11 62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31>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종류별 설정부품 개수(중복된 부품 포함)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한정적인 설정부품(790종) 내지 정기교환품(820종) 외에도

전동차의 안전운행에 밀접히 연관되는 다수의 부품들이 상존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부

품들은 부품 이력관리는커녕 부품 조달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고장이 발생하면 운행

하지 않는 다른 차량에서 해당 부품을 적출하여 고장 차량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부품 유

용현상(소위 ‘땜빵’)마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임시적인 조치는 가능하겠지

만, 전용한 부품 역시 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고장이 발생할 개연성을 내포한다.

이처럼 부품 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력관리는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때로는 주기에 따른 교체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협소한 부품이력관리체계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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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758편성 전력장치 계전기 코일불량으로 승객하차, 운행 중단한 사례: 전동차에서 380V를 

공급해 주는 SIV 장치의 접촉기(SIVCTT)를 동작시키는 코일의 불량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지 못해 

발생. 해당 전동차의 SIVCTT는 반입 이후 14년간 사용된 부품이며 교환주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품임.

1. 장애 개요

○ 일시: 2014. 3. 29(토) 23:44경

○ 장소: 7호선 노원역(하선)

○ 관계열차: 제7351열차(758편성)

○ 내용

- 장암역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되는 상기 열차가 수락산역에서 객실형광등(AC등) 점소등이 

계속되며 운행 중, 노원역 출발 시 주차제동 및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응급조치하였으나, 자력운전이 

불가능하여 태릉차량기동반 출동 및 강제연장급전 취급 후 자력으로 출발함

- 태릉입구역에서 고객하차 후 고장 열차는 회차하여 도봉기지로 입고하고 후속열차(9701열차, 비상

투입)는 건대입구역까지 운행한 상황

2. 장애원인

○ 보조전원장치 내 접촉기(SIVCTT) 내부 작동코일 동작불량

○ 접촉기 동작 불량 원인: 부품(제어PCB) 노후화. 2000년 6월 25일 반입 이후 금회 장애발생까지 

약 14년 간 사용된 부품으로 작동코일 제어 PCB의 노후로 인한 소손이 동작불량 원인이 됨. 제어

PCB의 제작년도는 1998년 12월 18일. 

<표 3-32> 전동차 부품 이상으로 인한 사고 사례 1(서울도시철도)

의 부품들이 제대로 교체되지 않은 채 사용되다가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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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결과

○ 장애발생시 수락산역에서 7058호 SIV 고장으로 주공기압축기가 모두 동작하지 않아 주공기 압력

이 10bar 이하인 상태로 노원역까지 운행함. 이후 제동 및 출입문 개폐를 하는 과정에서 주공기를 소

모하여 압력이 떨어진 상태였음.

○ 노원역 도착 후 출입문 개폐와 객실등 점소등으로 인한 재기동 과정에서 판토상승 및 하강동작 등 

주공기를 계속적으로 소모하여 비상제동 및 주차제동까지 체결되었음.

출처: 서울도시철도

7호선 704편성 전력센서 불량으로 승객하차, 운행 중단한 사례: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가선의 

전압을 검지하는 센서의 측정값이 불안정하여 발생. 해당 전력센서(LVMD)는 18년간 사용한 

부품이며 교환주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품임.

출처: 서울도시철도

<표 3-33> 전동차 부품 이상으로 인한 사고 사례 2(서울도시철도)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부품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

니라는 데 있다. 즉 양대 지하철에 납품된 전동차들은 비록 국내의 현대, 대우, 한진중공

업 등이 생산하였으나, 외장을 제외한 내부의 핵심 부품 상당수는 해외업체로부터 납품받

았다.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 독일, 일본 등 해외업체들이 관련 부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

면서 부품 수급에 난점이 생겨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10여년 전부터 공급이 안되는 부품들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나,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부품들에서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제작·생산을

맡은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재생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기에 부품 수급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이 제작의뢰하여 생산한 부품들 간에 호환성 문제도 불거

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숙련된 정비인력의 유지

현재 2곳 모두 사업장에서 검수 주기를 완화시킴으로써 인공(열차 한 량에 투입되는 정

비인력)이 변화되고, 인력감축이 많이 이루어졌다. 검수인원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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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전동차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대책수립과 일제점검, 특별점검, 지정휴일, 직무교육 등으

로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기
정원 변동

인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000.5.2 2,642 2,306 △338  IMF 외환위기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2003년 2,306 2,306 0  심야 1시간 연장운행 충원

2007년 2,306 2,365 +59  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 충원

2008.5.7 2,365 2,299 △66  창의혁신 프로그램에 의한 인력감축

 (검사주기조정, 도철량당인공 통일, 경정비 

일부업무 외주용역)2009.3.4 2,299 2,082 △217

변동인원 △562  21.27% 인력감축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34>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정비 인력변동 사례(단위: 명)

나. 승무 분야의 안전 관리 실태

현재 서울메트로는 2인 승무인 반면, 서울도시철도는 1인 승무를 운영되고 있다. 하지

만 서울메트로 역시 일부 소수 지선의 경우는 현재 1인 승무로 운행되고 있다. 즉 2008

년 2호선 신정-신도림 지선 및 신설동-성수지선은 1인 승무제가 도입된 것이다. 후자는

현재 신형 ATO이지만, 전자는 구형모델임에도 1인 승무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승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꾸준히 개선에 대

한 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인 승무 운영시, 1명의 기관사는 2인

승무 시 차장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통상 차장의 업무는 도착감시, 출입문개방, 개방

확인, 승객 승차상태 감시, 승객유도안내방송, 출입문폐쇄, 폐쇄확인, 출발반응표시 확인,

출발신호, 승강장 이상 유무 확인 등이다. 결국 기관사는 2인 1역을 담당해야 하기에, 엄

청난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한다. 또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극명히 보여주듯이 여유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기관사 1인으로는 결코 대응이 제대로 해낼 수 없

다(이승우, 2013).

일본 궤도사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열차 노선이 기관사와 차장의 2인 승무제로 운영

된다. 기관사 1인 승무 노선은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에서나 도입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노선들에서조차 승강장 안전요원은 상시적으로 근무한다. 나아가 열차 내 민원 전

화가 걸려올 경우, 기관사 등이 운행으로 인해 10초 이상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

으로 사령과 연결된다. 기관사는 최대한 운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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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경연구소, 2008).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궤도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1인 승무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기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심화와 공황

장애를 초래하였다. 최근 2년 사이만 하더라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관련 질환을 호소

하다가 3명의 기관사가 자살하였다.

기관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2인 승무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1인 승무 운행

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물리적, 인적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범주 주요 내용

신호체계 ATO

혼잡률 150% 이하

전동차 양수 8량 이하(단, 혼잡률이 150%∼170% 사이일 경우는 6량 이하)

승강장 감시
러시아워 시간대 2인의 감시자 상시배치, 비러시아워 시간대 1인의 감시자 

상시배치** 

사령의 지원

전동차에 이례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사가 기관실을 떠나지 않고 문제

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령에서 방송, 안내 등을 전담하여야 하며 기관사가 

차량을 직접 고치러 기관실을 비우는 상황은 극히 제한해야 한다. 

PSD 1인승무 구간 전체 설치

* 각 범주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서 모든 범주가 만족되어야 1인 승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이 인력은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공익요원이나 고령 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훈련받고 숙련된 노동자

출처: 노동환경연구소(2008)

<표 3-35> 지하철-수도권 광역철도에서 1인승무가 가능한 물리적 조건*

범주 주요 내용

승무시간 규정

- 총 승무시간 규제: 이 승무시간은 항공법에서의 조종사 시간 규정처럼 상

한을 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 계속 승무시간 규제: 현재 일본은 연속 승무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규정

휴게시간 규정 반드시 쉬어야 할 시간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사고처리 결과로 인한, 기간 근무 중 발생한 각종 정신적 장애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승무원의 상태를 노동자 개인만이 평가하여 계속 승무하는 시스템

을 개편해야 한다. 

출처: 노동환경연구소(2008)

<표 3-36> 지하철-수도권 광역철도에서 1인승무가 가능한 인적 조건

1인 승무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사 내 인적 요소는 승강장 안전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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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1,456 1,050 1,015 1,026 934 763 529 352 304 368

역별 근무현황 1,040 773 706 897 794 658 468 330 281 349

역외 근무현황 146 277 309 129 140 105 61 22 23 19

출처: 서울메트로

<표 3-37> 서울메트로의 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 현황(연도별; 2014년 현재)

배치이다. 일본의 경우, 혼잡도가 대단히 낮은 일부 역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한국은 사정이 전혀 달라서, 정규직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

공익요원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노약자 및 장애인 승하차 지원, 승객안내 및 지

하철 안전사고 예방 등)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익요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역무

직원들의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며, 지시를 받지도 않는다. 또한, 역무직원이 받는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의 일부 지원이 주된 역할인 것이다. 물론 이들이 배치됨으로써 사고 발생 시의 초동전파

나 대응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궤도 사업장의 인

력 조건에서는 최대한 많은 공익요원을 역사 내에 배치되는 것이 안전 확보를 위해 그나

마 유리하다.

하지만 서울시 양대 지하철 공사에 동일한 비율의 공익 요원이 배치되고 있지는 않다.

즉 2인 승무로 운용되는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익

요원이 배치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서울메트로의 공익요원 인력 변화를 살펴보니,

2005년에는 총 1,0456명이 근무하였으나, 거의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에는 368명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와 비교해 서울도시철도는 약 200명 가량 많은 공익요원이 역사 내에서 근

무하고 있다. 이는 1인 승무로 인한 안전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복무부서 2013년 2014년 증감 비      고

계 556 558 △2
○ 2014년 계획인원: 630(‘14.1월초 기준)

○ 2014년 현재인원: 558(‘14.8월말 기준)

본 사 5 4 ▽1
○ 본사 근무인원(비상계획처 근무)

  (분할복무자 1명 포함)

역 사

(150역)
551 554 △3

○ 일반역: 3명내외(82역) 246명

○ 특수역(환승,시종착역): 역당4∼5명(68역) 308명

출처: 서울도시철도

<표 3-38> 서울도시철도의 공익근무요원 인력 현황(연도별; 2014.8.31 현재)

부가적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처럼 오후시간에 1인 역무로 운영되거나 무인역사마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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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궤도사업자들은 1인 근무자에게 실현불가능한 업무

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화재발생시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역무원은

5분 안에 다음과 같은 20가지 정도의 초동 대응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장 상황을 반

영하지 않은 비합리적 규정은,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책임을 일선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상황 파악 및 현장 출동(양압식 공기호흡기 착용, 랜턴·휴대전화 소지)→정확한 화재발생 위치를 종

합관제센터·119·112에 신고→환승역일 경우 해당 역에 통보→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

(승강장 화재로 소화전 이용 시 선로 단전 여부 확인)→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운행정지 상태 및 

위치 확인(CCTV)→시민 유도 안내 및 구호조치(스크린도어 개방·파쇄 및 열차 출입문 비상코크 조

치)→비상게이트 개방 및 게이트 비상모드 전환(개방)→터널 대피 시 대피 유도(이동식 피난계단 설

치)→유도 안내(랜턴·발광유도봉 지참)→제연설비 가동 확인 및 수막차단벽 가동(필요시)→시민 및 

환승시민 역사 진입 통제→자체 안내방송 실시.’

<표 3-39> 서울도시철도의 역무직 초동 대응 매뉴얼

다. 시설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

1) 신호 부문

(1) ATO-ATS 신호체계 중첩 운영 문제

현재 철도 신호시스템은 ATS에서 ATC 및 ATO, ATP 장치로 변화되고 있다. 서울메트

로의 경우 1980년대에 건설된 1, 2호선이 ATS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현재 1호선(서울

역-청량리역 구간)은 여전히 ATS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2호선은 신호시스템 변화 추

세에 부응하여 2006년부터 ATO 기능을 기존 ATS 시스템에 중첩하여 설치하였다.

기존 ATS 시스템에 중첩 설치하게 된 이유는, 2호선 자체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 없

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운행 중인 차량은 기존 ATS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에, 기존

신호장치(ATS 지상자, PF궤도회로, 계전연동장치, 기존 TTC 설비 등)를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신규 도입한 ATO 지상장치들(ATO 지상장치, AF궤도회로, 신규 TTC 설비 등)이

혼재되어 설치되었다.

또한, PSD 설치 이후, 정위치 정차가 요구되었는데, 기존 ATS 장치는 점제어방식으로

속도만 제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에서는 기관사가 육안으로 정차 위치를 맞추어야 한

다. ATO 장치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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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25년 기준으로 2018년까지 만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ATO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

다. 따라서 2개의 신호체계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두 개 신호시스템이 동시에 설치된 구간에서는 궤도회로가 PF에서 AF로 교체된 후 전자

파가 ATS 차상장치에 유입되어 차량에 비상제동에 걸림으로써 승객 불편과 레일 및 차륜

마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분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 인천지하철

전자연동장치(SICAS) 20 1 8

궤도회로 62 4 17

ATS 7 - -

출처: 곽윤봉·고영환(2012)

<표 3-40> 도시철도 사업장별 ATS 에러 빈도 비교(2010년 기준)

결국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ATS-ATO의 중첩 운용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요인

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장된 상황이다. 상왕십리사고 역시 이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처

럼 신·구 신호체계의 중첩 운영 및 유지보수체계 속에서 시스템 장애, 운영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은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2) 신호 부문의 노후화 수준

서울메트로의 신호설비 중 ATS 장치는 일본제를 도입하였는데, 관련 설비 상당수가 많

이 노후화된 상태이다.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부품들을 국산화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적

품질인증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전원장치, 신호 전구 등의 국산화 부품에서 안정성, 부

품호환성 문제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

메트로만이 아닌 다른 궤도 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신호부문에서는

국내 궤도사업장 전반에 걸쳐 선로전환기와 같은 주요 설비의 기술표준화가 안되어 있다.

따라서 제각각 부품 생산을 발주하고, 이는 철도 부품산업의 저변 확대를 저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제도가 최저가 낙찰제 중심으로 결정되다보니 관련 설비를 제작할

때마다 상이한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납품된 제품 역시 기존 것과 달라서 운용 중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2호선 ATO 설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궤도설비에 중첩 설치하였

는데, 첫째, 설비 과정 자체가 전원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측면, 둘째 온도, 분

진, 진동에 취약한 ATO 설비를 기존 기계실에 설치했다는 측면에서 ATO 장치의 PSB

부품 등에 악영향을 끼쳐 노후화를 크게 진행시키고 있다. 결국 현재 2005년부터 새로이

설치된 ATO 설비 역시 여러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고장시에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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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안정성과 부품 호환성 등에서 문제를 일

으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3) 신호 부문의 안전관리방식 완화

신호 부문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부품별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사후적 정비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부품 수급율이 현저히 떨어지다보니

부품 유용현상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인력 축소의 영향으로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든다지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우선 서울메트로의 경우, 신호부문에서 검사주기의 변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일점검,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년검사, 년간검사 등에서 전체 검사 횟수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특히 일일점검의 경우, 2007년 807,013건에서 2013년 370,475건으로

약 45%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구분 계 일일점검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년검사 년간검사
연동검사

(4년검사)

2007년 909,132 807,013 37,686 21,864 11,832 26,586 4,151

2008년 917,655 815,448 38,796 22,984 11,834 24,272 4,321

2009년 439,732 354,201 30,012 17,512 10,884 22,808 4,315

2010년 449,188 365,343 30,793 17,599 10,993 20,350 4,110

2011년 451,578 369,380 31,272 17,820 11,144 19,319 2,643

2012년 451,855 370,392 31,464 17,952 11,338 18,385 2,324

2013년 453,550 370,475 31,500 17,992 11,508 18,309 3,766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41> 서울메트로 신호 부문 검사의 변동 추이

이와 비교해, 서울도시철도는 신호설비에 대한 점검주기 자체가 완화되었다. 설치된 지

13년이던 2008년 당시와 비교해 19년째에 접어든 2014년 현재, 분기부 궤도회로, 선

로전환기, 신기계실, 신호취급실 등의 점검주기가 1일에서 7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계전기 등에 대한 점검 역시 모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

배까지 그 주기가 늘어났다. 물론 일부 장치의 점검주기는 더 강화된 사례(궤도회로장치

단락감도: 4년 → 3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주기 완화된 장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분기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신기계실, 신호취급실의 점검

주기를 1일점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등의 점검주기 역시 월간,

3개월, 6개월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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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별 분류 점검항목
점검주기

(2008. 1. 1)

점검주기

(2014년)

분기부 궤도회로 　 1D
7D(중점관리개소는 

2D)

선로전환기 　 1D
7D(중점관리개소는 

2D)

신호기계실 　 1D 7D

신호취급실 　 1D 7D

신호기 및 표지 　 6M Y

선로전환기 및 간류 내부 단자반 접속 상태 3M M

연동장치

단자이완 및 조임 상태, 

컨넥터 접속 상태, PCB 동작 상태  

system 계전기 동작 상태

M 6M

각종 전압, 전류 측정, 

모듈 절체 시험
3M 6M

궤도회로장치

각종 본드류, 쟘바류 손상,  

취부 상태
M 6M

절연 상태 이상 유무, M 6M

<표 3-42> 서울도시철도 신호설비의 점검주기 변경

<그림 3-9> 서울메트로 신호 부문 일일점검 축소 수준

한편 스크린 도어(이하 PSD)는 ATO 신호설비와 연동되도록 설치되는데, PSD가 도입

될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다보니 다수의 설치업체 및 납품업체가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설비와 부품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더불어 해당 업체들의 AS 기간

이 지나고,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부품도 있다보니,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신호 직원

들이 직접 부품을 깎아서 교체하거나 출고선 쪽의 부품을 전용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PSD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도시철도에 대한 감

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고, 감사 결과에서는 무허가업체에게 시공을 맡긴 사항도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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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이완 및 균열상태

미니본드 취부 상태 및 단자 이완  

인입선 손상 및 접속 상태,  리드선 

손상 및  취부 상태,  상용/예비 절

체시험

3M 6M

M.T단자 이완 여부, Loop-Coil 단

선, 혼선 및 정리 상태
3M 6M

전선로장치　 케이블 상태 3M 6M

계전기 　 3M, 6M 6M, Y

DTS장치 　 3M, 6M 6M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연도 지적사항

2010

○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업무 추진 부적정(관련자 5명【주의】처분요구)

  - 특정업체의 PSD구동장치를 도철이 국산화 개발한 것처럼 위장한 후 해당제품의 

    사양을 기술표준 규격으로 채택하는 등 위 업체에 특혜제공

  - 8호선 암사역 등 20개역 PSD 제작구매 설치계약 추진 부적정

  - 예산절감을 이유로 모듈화 공법(구조체)을 설계에 반영하고도 설계가격에는 미반영

  - 예산절감 성과금 신청 및 집행 부적정

○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업무 부당처리【통보(인사자료)】

  - 특정업체의 PSD구동장치를 도철이 국산화 개발한 것처럼 업무처리

  - 국산화 공동기술개발을 이유로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사양을 특정

  - PSD 제작․설치공사 발주관련 협의업무 부당처리

2012

○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등 공사계약 업무 소홀【기관주의】 

  - PSD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업체 (주)DUANI가 제조업체로서 해당면허가 없어 당초 자격요

건이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과거 PSD제작납품업체와 수의계약함으로써 4개 역사를 

무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전원선과 통신선 이격거리 미준수 등 설계 소홀【통보】 

  -7호선 수락산역 등 10개역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등 10개역 종합제어반 이설공사등 총

14건(142개역)의 PSD종합제어반 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옥내통신선은 300V 이하 전선과는 6

㎝이상 이격 거리를 두거나 전선관에 수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이격거리 없이 시공한 전원선

과 통신선에 대해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

○ 설계도서 작성소홀 및 설계변경 (정산) 미이행【시정】 

  - PSD종합제어반 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여건보다 과다산정(11건), 설계도면 미작성(7

건) 등 소홀히 발주하였으며, 11건이 설계된 연장보다 최소 72m∼7,040m까지 감소 설치하였는

데도 정산조치 하지 아니하여 197,194천 원 과다 지급함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43>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2010∼2012년)

특히 서울도시철도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PSD 업무를 온전히 신호직종

인력에게 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노동강도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신호 부

문 안전관리체계 자체를 후퇴시키게 되었다. 서울도시철도는 157개 역사에 10128개소

의 PSD를 설치하였는데, PSD는 종합제어반, 승강장 조작반, 기관사 안내반,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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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개수
유인

취급실

취급실 담당 

평균 역수 
취급 인원 조당 인원

서울메트로 120 33 3.6역 192 2∼3명

서울도시철도 157 11 14.2역 33 1명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44>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의 신호 취급실 현황 비교(2014년)

등 각종 부대설비를 포함하면 이미 1개 직종의 업무량을 넘어서는 대규모 설비이다. 더군

다나 PSD 자체가 졸속으로 도입되면서 엄청난 장애와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에 없던 대규모 설비의 유지보수업무가 추가되면서, 서울도시철도는 앞서 살

펴본 대로 각종 점검주기를 완화시킨 것은 물론, 현장(local) 유인취급실13)을 대폭 폐쇄,

축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도시철도는 회차역 등 157개 역사 대비 11개 유인 취급실만을 운영하

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120역사 대비 33개소의 유인 취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지점이다. 1개 취급실이 담당하는 평균역의 수는 서울도시철도가 14.2개역인

반면, 서울메트로가 3.6개역인 셈이다. 이는 결국 중대사고 발생 시 터널 및 역사 내에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의 부실함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더해 서울도시철도는, 24시간 상주해야하는 유인 취급실의 근무인원을 1명만

산정하여 배치하고 있다. 적절한 업무강도와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

많은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피하게 안전시스템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2) 기계설비 부문

(1) 기계설비 부문의 노후화 수준

대표적인 기계설비에는 승강설비, 스프링클러, 화장실 등의 위생설비, 환기설비, 배수펌

프설비, 소방설비 등이 있다. 열차를 제외하고 움직이는 설비가 가장 많은 부문이기도 하

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서울도시철도와 비교해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기계관리소에서 모두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은 보강되

지 않았다. 냉방 설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냉방공사가 되지 않은

모든 역사(84-85년 건설된 곳들)는 계전기, 전선이 모두 준공 당시 것이 사용되고 있으

며, 환기 설비도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본선 내 환기 설비부분에서 건설 당시 것들이 많

13) 유인취급실은 열차 사고나 장애 발생시 열차나 신호설비의 장애, 사고 발생 시 중앙관제와 긴밀

히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조치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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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설치년도 대상(역) 안전 저해 요인

화재수신기 1994년 이전 역사: 21역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화재수신기 노후로 오동작이 자주 

발생함으로서 이용승객의 불편과 민원 발생 우려가 있

으며 소방법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물 추가 설치로 화재

수신기 회로 부족에 따른 부 수신기 추가 설치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급히 교체 필요

<표 3-46> 서울메트로의 소방 부문 노후 설비 사례

이 남아 있는 셈이다.

환기설비는 지하역에 지상의 공기를 여과하여 공급하고 배출하여 역사 내 공기를 정화

시키는 동시에, 역사 내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물의 배연설비와 연동되어 연기를 배출하는

중요한 안전 시설물이다. 그러나 1983-1992년 사이 설치된 환기동력제어반이 역사와

본선구간에서 여전히 운용 중이다.

시설명 설치년도 대상(역) 안전 저해 요인

환기설비

동력제어반 
1983∼92

역사: 9역

본선: 51개소

환기설비 동력제어반의 노후로 인하여 유지관리 곤

란 및 전기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 심화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45> 서울메트로의 환기 부문 노후 설비 사례

서울메트로의 경우, 소방설비 자체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데, 소방도 감지기만 교체하

고, 실제 감지하는 감지라인은 대부분 건설당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냉방공사를

한 역사들은 소방설비 개선도 같이 하게 된다. 특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발생 이

후 120개 역사 및 5개 차량기지의 소방시설물은 대폭 증가 하였으나, 문제는 그에 따른

인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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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2) 기계설비 부문의 안전관리방식 완화

기계설비 부문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결국 용역을 많이 주는데, 단순용역과 기술용역 등

이 많이 이뤄진다. 기술용역은 특정기술을 갖춘 업체에게 위탁을 주게 된다. 문제는 업체

선정이 거의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서비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소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서 금

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 단순용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지만, 서비스 용역의

품질 차이는 적은 편이다. 소방용역과 같은 기술용역은 품질에 크게 영향 미치게 된다.

현재 서비스용역에서의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용역업체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련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본사 직원의 노동강도

는 더 높아지고 있다. 업무 용역을 준 지 18년 정도가 되는 서울메트로의 소방업무는 이

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늘어가는 소방설비와 다른 한편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시설량

계 122,781 137,898 146,389 154,109

1, 2호선 57,399 64,570 69,126 73,811

3, 4호선 65,352 73,328 77,257 80,298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47> 소방시설물 증가현황

구 분 승강기 소방

용역사 점검보수 인원(명) 50 22

설계 관리 감독 인원(명) 32 4

2005∼2013년 사이 시설물 증가율(%) 145 1,875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48> 소방, 승강기 용역 운영상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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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방업무 역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용역업체는 낙찰 이후 실

제 운영과정에서 최소인력을 28명으로 계약했음에도 22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럴 경우 야간에 1인 근무만 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소방설비기사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입을 데려다 쓰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위급 상

황시 긴급출동까지 하게끔 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초동대응이 부실해질 개연성이 커

지고 있다. 결국 서울메트로 기계팀 직원들이 용역업체가 해야 할 일을 떠맡게 되는 사태

가 벌어진다. 소방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본사 인력 줄였기에, 적은 인원으로 용역을 믿지

못해 추가적인 과업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실제 화재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중대한 안전 위해 요소이다.

<그림 3-10> 소방시설물 증가현황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그림 3-11> 소방, 승강기 시설물 증가율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한편, 기계 부문 역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점검주기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2008년을 전후로 주간점검으로 실시하던 역사, 본선환기장치의 점



- 72 -

검주기를 월상점검으로 완화시켰다. 기계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렇듯

점검주기를 완화시킨 점은 역사 및 터널 내 안전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직무 점검항목

점검주기 조정

(2008년 창의조직 전, 후)

전 후

기계 역사, 본선환기장치 주간점검 월상점검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49> 서울도시철도 기계 부문 점검주기 변경

(3) 궤도 부문의 안전관리방식 완화

서울메트로의 궤도직종 노동자들은 트랙머신, 평면, 모터카 선탑 등의 업무, 9호선 연장

구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원이 낮게 잡혀 있다. 선로 점검, 도상개량, 노후 레

일 교체, 도유기 외주 감독 등의 업무로 인해 선로 순회를 할 시간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 선로 순회는 선로 유지보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보수할 시간이 없

다고 한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조직 개편하면서 분소 3개(무악재, 약수, 창동)를 폐지했다. 대

신 센터를 늘리면서 담당한 구역을 늘려 버렸다. 예전에는 기지업무라면 기지 안만 관리하

면 됐지만, 현재는 기지뿐만 아니라 선로까지 맡게 된다. 예를 들어 창동센터는 미아-당고

개 구간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결과 기지와 본선을 모두 맡으면서 멀리 있는 미아

쪽의 사고에는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008년까지는 한 반당 12명이었으나,

현재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

서울메트로의 자갈 도상의 유지보수(도상 개량, 레일 보수, 다지기, 육안 정정, 폭맞춤,

도유기 작업 등)는 거의 외주화 되었다. 현재는 정규직원들의 업무는 감독, 선탑, 점검 중

심으로 변화되었다. 순회하면서 점검(새벽 단전 시간에 절손, 이음매 문제 등을 확인하고

업무)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거의 감독(선로 유지보수)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점검

업무는 때로는 한 달 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규정상 예전에는 1일 1회

점검 주기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울메트로는 2일 1회로 바꾸었다. 현재는 인력 부

족으로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08년 ‘창의조직’이라는 조직개편을 전후로 점검주기를 대

거 완화시켰는데, 궤도(토목)부문 역시 선로 순회 점검주기를 주 1회에서 2주 1회로 변

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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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입년도 담당구역 탐상회수  탐상기 운용체제  비 고

레일탐상차 1호 1993년 3, 4호선 년 4회 MS-DOS

레일탐상차 2호 1996년 1, 2호선 년 4회 win 3.1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51> 서울메트로 레일탐상차 장비 현황

직무 점검항목

점검주기 조정

(2008년 창의조직 전, 후)

전 후

토목 선로 순회 점검 주1회 2주1회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50> 서울도시철도의 토목부문 점점 주기 완화

부품관리에 있어서 서울메트로의 경우, 타 부문과 비교하여 레일 쪽의 예비품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 부품의 교체 주기는 잘 지켜지지 않다고 한다. 또한,

관련 장비 쪽의 교체가 안되고 있다. 특히 선로 위를 운행하면서 선로 상에 균열 등이 없

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인 레일탐상차는 97년도에 도입되었고, 소프트웨어 문제와 차량 유

지보수에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된 레일

탐상차는 도스 프로그램으로 장비 운영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에러가 많은 편이다. 즉

도스 프로그램이 현행 윈도우 운영체제와 호환되지 않아 레일균열 개소에 대한 정밀분석

과 탐상 데이터 전환 보관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고장 시 수선

정비품(3.5디스켓드라이브, HDD 500MB등)의 교체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기타 다

른 부품들 역시 단종된 것들이 많아 정비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현재 레일탐상차는 매일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정비기간은 일년에 3일 정도

밖에 안 된다. 레일밀링차, 레일연마차 등의 장비 역시 노후화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의 레일탐상차는 기능상으로 슬라이드(프로브)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곡선부,

편마모개소 및 분기부개소 등 선로취약개소에 대한 정밀탐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레일

균열개소 중 가장 위험개소인 수직균열 발생개소의 탐상이 불가하다.

서울메트로는 선로보수 쪽의 유지관리를 외주화하였으며, 관리소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도상개량 공사, 체결장치, 노후레일 등의 큰 장치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선로 보

수 쪽은 외주업체의 실력이 안되면 바로 퇴출되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

고 있으며, 도상개량 공사 하더라도 재하청까지 들어가는 수준이다.

3) 전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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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부문의 노후화 실태

전기실 설비는 지하철 변전소(6,600V)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적정 전압(380/220V)

으로 변성하여 역사 운영에 필요한 부하설비(조명,동력,신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설비

로서 노후로 인한 장애 발생시 역사운영 및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는 부문이다.

전기실 전력설비에는 과전류, 지락(누전) 발생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가

내장되어 있으나 노후화에 의한 미동작 등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현재 전기실 전력기기 노후화로 긴급한 전력설비의 부분교체 및 보수에 따른 수선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내구연한이 20년임에도 30년 이

상 되었어도 교체되지 않은 전기계통이 다수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1호선, 2호선이,

서울도시철도의 경우는 5호선의 전기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잦은 고장발생으로 부분보수 운영에 한계에 이르렀다. 전면 개·보수 필요가 상황인 것이

다.

서울메트로에서 2013년 한해 동안 고장발생에 의한 보수실적은 504건이었으며, 최근

3년(2011∼2013년) 사이 역사 정전사고 발생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구 분 계(개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전기실

계(개소) 197 10 76 69 42

역사전기실 120 10 49 35 26

기지전기실 13 - 7 5 1

터널전기실 64 - 20 29 15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52> 서울메트로 전기실 현황

서울메트로 전체에 197개나 설치되어 있는 역사 내 전기실 가운데 114개소는 아직 교

체가 안된 상황이며, 미교체 전기실에서는 부하가 커져서 화재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구 분 내 용

교체대상 노후도

전체수량

(A=B+C)

기교체

(B)

미교체

(C)
미도래

노후도

(C/A)

전기실 노후도 197개소 72개소 114개소 11개소 57.8%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53> 서울메트로 전기실 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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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 역사 개보수를 통해 전기실 및 변전실은 계속 바꿔나가고 있다. 전차선의 경

우, 2호선 전차선은 모두 교체했고, 2015년도부터는 3, 4호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 부문 전반에 걸쳐 20년 지난 부품이 상당함에도 내구연한이 없이 고장나면 바꾸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에는 총 14개의 AC 차단기 가운데, 11개의 AC 차단

기가 1983년도에 생산되어 1985년도에 설치된 제품으로 30년 가량 사용되고 있는 형

편이다. 서울메트로 3호선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면 187개의 AC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

는데, 그 중 73개의 차단기가 1985년도에 설치된 제품들이다.

구분 용도 종별 형식 제조사 제조연도 설치연도

종로3가 52R1 VCB GVB-M/20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R2 VCB GVB-M/12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R3 VCB GVB-M/12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1 VCB GVB-M/6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2 VCB GVB-M/6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3 VCB GVB-M/6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D1 VCB GVB-M/600-1000/20M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DB1 VCB GVB-M/600-150/6SF 금성계전 '83.07 '85.10

종로3가 52H1 VCB KVAF-6613M 비츠로테크 '83.07 '85.10

종로3가 52H2 VCB KVAF-6613M 비츠로테크 '83.07 '85.10

종로3가 52H3 VCB KVAF-6613M 비츠로테크 '83.07 '85.10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54>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의 구형 AC 차단기 현황

(2) 전기 부문의 안전관리방식 완화

전기 부문 역시 대부분 고장 나면 교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유

휴설비에서 부품을 빼내어 재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납품

업체들이 빈번히 변경되거나 업체 부실로 도산함으로써 부품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검전기, 접지봉과 같은 작업 장비 및 장구의 노후화 혹은 부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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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고되고 있다. 나아가 서울도시철도는 다른 부문과 유사하게 전기부문의 점검주기

역시 완화시켰다. 즉 2008년을 기점으로 변전소 점검은 1일 점검에서 4일 점검으로, 전

기실 점검은 1일 점검에서 7일 점검으로 늘렸다.

직무 점검항목

점검주기 조정

(2008년 창의조직 전, 후)

전 후

전기
변전소 점검 1일 점검 4일 점검

전기실 점검 1일 점검 7일 점검

출처: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표 3-55> 서울도시철도의 전기부문 점점 주기 완화

라. 인적 관리 분야14)

각 분야에서의 하드웨어적 안전관리 외에 안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인적 관리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인적 관리가 안전에 중대한 요소라는 맥락 속에서 인력

보유 수준의 변화와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활용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외주화 부

분은 앞서도 일부 언급되었으나, 이번 단락에서는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1) 인력 보유 수준의 축소

서울시 양대 지하철 공사에서는 공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인력 규모

를 축소해 왔는데,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창의’라는 이름이 붙은 인력 구

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큰 폭의 인력 감축이 있었다. 먼저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8년

유사기능 통폐합, 점검주기 조정, 아웃소싱과 민간 위탁 등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된 ‘창의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총 10,284명이었던 정원이 9,150명으로 축소되었

다. 이후 축소된 정원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원을 줄여 나갔으며 2013년 현재 실제

로 11.1%에 해당하는 1,127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14) 주로는 서울시의회·서울지하철노동합·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2014), 「서울시 지하철 안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부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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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역 감축인원

1단계

(08.5.7)

△404명

정원 9,880

명

▪유사기능 통폐합 △ 510명

▪제도개선

∙전동차 투입인공조정 △ 106명

∙궤도시설 유지보수아웃소싱 △ 26명

∙청경업무 아웃소싱 △ 42명

▪기능보강: CS, 환경관리, 기술연구, 신사업개발, 철도

사업 등 
+280명

소계 △404명

2단계

(08.12.31)

△730명

정원 9,150

명

▪조건부 민간위탁(5건): 유실물 센터운영 등 △453명

▪아웃소싱(6건): 역사환기설비 운영 등  △154명 

▪제도개선(2건): 점검업무 기계화, 신형전동차 검사주

기 개선 
△119명 

▪특수직 감축 △2명

소계 △730명

△1,134명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56> 2008년 서울메트로 인력구조조정 추진내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 원(A) 10,128 10,284 9,880 9,150 9,150 9,150 9,150 9,150

현 원(B) 9,876 10,118 9,834 9,714 9,535 9,200 8,983 8,991

과부족(B-A) △252 △166 △46 564 385 50 △167 △159

출처: 서울메트로 통계편람

<표 3-57> 서울 메트로 정·현원 변동 현황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서울메트로와 마찬가지로 2007년 이후 정원과 현원이 대폭 축

소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규정상 총 정원은 6,920명에

서 6,524명으로 396명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현원도 2007년 6,845명에서 2013

년 현재 6,538명으로 감축되었다. 총 4.5%에 해당하는 307명이 구조조정된 것이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 원(A) 6,920 6,920 6,650 6,650 6,230 6,230 6,524 6,524

현 원(B) 6,755 6,845 6,724 6,440 6,395 6,376 6,488 6,538

과부족(B-A) △165 △75 74 △110 165 146 36 14

출처: 2013년 서울도시철도 경영자료

<표 3-58> 서울 도시철도공사 정·현원 변동 현황

인력 관리에 있어서 더 큰 문제점은 줄어든 현재 인력의 업무 배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사무 중심의 본사 및 본사지원 인력과 유지보수 중심의 현업 인력 사이에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본사 인력은 늘어난 반면 현업은 크게 감축된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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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임원
일반직

청경
1급 2급 사무 운전 전동차 기술 특수

2009
정원 9,880 145 2,525 2,120 2,299 2,717 45 29

현원 9,833 94 2,514 2,035 2,306 2,775 41 68

2012
정원 9,150 149 2,411 2,111 2,082 2,321 41 29

현원 8,983 118 2,229 2,070 2,069 2,404 37 51

2013

5월 

정원 9,150 155 2,411 2,111 2,082 2,321 41 29

현원 9,072 142 2,246 2,094 2,075 2,427 37 51

출처: 서울메트로 자료

<표 3-60> 서울메트로 직종별 인원 변동현황

과정에서 신사업이라는 형태로 부대사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유

지보수 인력보다는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메트로의 본사와 현업 인력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706명에 불과했던 본사 인

력은 2014년에 이르러 1,118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현업 인력은

9,389명에서 1,392명이 감축되어 7,997명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인 운행거리나 시설물

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과 비교하면 현장 근무 인력이 얼마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

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년 도 정 원 임 원 본 사 현 업 청 경 비 고

2001년 10,258 5 706(6.9%) 9,389(91.5%) 158

2014년 9,150 6 1,118(12.2%) 7,997(87.3%) 29 본사 769 + 기구 349

증, 감 감 1,108 증 1 증 412 감 1,392 -
출처: 서울 지하철노조 자료

<표 3-59> 서울메트로 본사와 현업의 인력 변화

직종별로 세부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무직에 비해서 현업 직종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집

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메트로의 직종별 인원 변동 현황을 보면, 운전, 전동차, 기술,

특수 분야 인력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사무직 역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

재 현업으로 분류되는 역무직이 사무직에 포함되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메트로

의 역무직은 8개 역사가 외주 위탁화되고, 더불어 근무체계 변경 등이 진행되면서 실질적

으로는 2009년에 비해 약 240명가량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표 3-61).

사무직은 2009년의 2,525명에서 2013년 2,246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역무직 감축 인

력을 감안한다면, 실제 본사의 사무 인력은 줄지 않고 현업분야의 인원만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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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정 원 현 원 과부족

2009 1,788 1,768 -20

2010 1,788 1,663 -125

2011 1,788 1,573 -215

2012 1,788 1,534 -254

2013 1,788 1,522 -266

2014 1,788 1,528 -260
주: 일근자, 센터직원 제외
출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표 3-61> 서울 메트로 역무(교대)분야 인력변동현황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4년간 사무직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 차량, 기술

등의 현업 인원이 줄었고 시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현업인 역무직이

사무직으로 분류되는데, 역무직은 2007년 대비 2012년으로 235명 정도 감축되었다(표

3-63). 결국 줄어든 역무직 인력 비중을 고려하면, 본사의 사무직 인력이 크게 확대된 것

이 확인된다.

구분 계 1·2급 사무 승무 차량 기술 시설 특수

2010
정원 6,224 129 1,847 1,098 824 1,759 531 36

현원 6,377 124 1,872 1,067 881 1,860 538 35

2011
정원 6,224 139 1,845 1,097 823 1,755 529 36

현원 6,364 129 1,857 1,075 883 1,851 534 35

2012
정원 6,518 139 1,957 1,137 854 1,845 551 35

현원 6,462 132 1,943 1,129 851 1,832 541 34

2013
정원 6,518 139 1,949 1,164 850 1,832 548 36

현원 6,462 130 1,936 1,136 848 1,836 540 36

출처: 서울도시철도공사 자료

<표 3-62> 서울 도시철도공사 연도별 직종별 정원과 현원 현황

 

요컨대 현장에서 안전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일선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의 대

상이었던 반면, 본사의 고위직과 사무직은 외려 확대되어 온 기형적 인력 관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가 현업 중심이었음에도 서울시 지하

철 양 공사는 그동안 정반대의 인력 정책을 고수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교통

당국 역시 이러한 그릇된 인력 정책의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한편 서울시 지하철 양대 사업장은 모두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향후 10

년 이내에 현장의 베테랑 인력들이 대규모로 퇴직함으로써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까지 서울메트로는 총 1,994명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54명이 정년 퇴직할 것

으로 추산된다. 자연감소될 인력 비중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술 숙련도의 유지 및 전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대 지하철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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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인력 공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년 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2016 398 94

2017 495 129

2018 531 149

2019 570 176

합계 1,994 548

출처: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자료

<표 3-63> 서울시 지하철의 정년퇴직 예정자(60세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서울메트로 0 1 0 0 99 100

서울도시철도 0 0 0 146 28 174

출처: 클린아이 홈페이지

<표 3-64>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최근 5년 간 신규채용 규모

2) 외주화 및 비정규 고용형태 확대

현재 전국 지하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의 외주용역 비율은 전체적

으로 25.2%이다. 서울메트로는 26.0%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며, 서울도시철도는

24.4%로 약간 하회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지하철 1호선

19개 역 중 소태역과 평동역을 제외한 17개 역사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그림 3-12> 전국지하철 민간위탁 비율(단위: %)

출처: 2014년 지방정부일자리 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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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탁현황 운영인원(명) 

전체 역 위탁 역 위탁율 총인원 역당 인원

서울메트로 120 8 6.67% 75 9.4

서울도시철도 157 - - - -

부산교통공사 120 - - - -

대구도시철도 59 16 27.12% 160 10

인천메트로 29 6 20.69% 100 10

광주도시철도 19 17 85% 169 9.9

대전도시철도 22 20 91% 189 9.5

<표 3-65> 7개 지하철-도시철도공사 역무위탁 현황(2014.4)

전국 비교에 이어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의 구체적인 외주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이 본격화되었다. 기술 직종은

의무적으로 분야별 1곳 이상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였다. 차량 분야는 경정비(일상정비,

월상정비)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경정비 정규직인원은 2008~2009년

에 걸쳐 84명이 줄고 중정비 인원은 같은 기간 117명이 줄어들게 된다. 당시 명예퇴직자

들이 외주용역회사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외주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출입문과 관련된 PSD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

유지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지하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이다.

업무 2010 2011 2012 2013 2014

PSD유지보수 13명 125명 125명 125명 125명

전동차경정비 107명 107명 140명 140명 140명

모터카, 철도장비 87명 87명 87명 87명 140명

구내운전 78명 78명 78명 78명 78명

유실물센터 - - 85명 85명 85명

청소 1,530명 1,518명 1,464명 463명 463명

시설 133명 133명 123명 123명 123명

경비 47명 47명 55명 55명 55명

계 1,995명 2,095명 2,157명 1,156명 1,209명

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소업무는 2013년 자회사로 이관됨.

<표 3-66> 서울메트로 외주용역 현황

서울메트로의 경정비용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용

역대상은 월상검사, 냉방, 회전기필터교환, 전동차 축전지 수선 등이었으며 2011년 용역

업무는 월상검사만이 아니라 일상검사를 추가하고 소모성 부품교환, 습동부 급유업무, 전



- 82 -

동차필터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총인원 140명 중 서울메트로 전직자 76명로 과

반수 이상이다.

주  요  내  용

• 분사추진계획: 사장방침 제393호 / ‘08.4.10

• 경정비 외주용역 공고: ‘08. 9. 9

• 외주용역 계약체결: ‘08. 11. 24

• 용역 계약금액: 165.7억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08.12.22 ~ 2011.12.21)

• 용역대상: 월상검사 ∙ 냉방, 회전기류 필터 교환 및 세척업무

             (수서차량사업소 전동차 축전지 수선업무 포함)

• 용역범위: 4개차량사업소(군자제외)

• 근무형태: 통상근무(09:00 ~ 18:00)

• 정원감축: 122명

• 용역 인력운영: 107명(전적자 33명, 용역사 자체채용 74명)

<표 3-67>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사업공고 내용(‘08.12.21)

주  요  내  용

• 경정비 외주용역 공고 : ‘11. 12. 30

• 사업명: 전동차 경정비 위탁용역

• 기초금액: 금26,494,795,007원(부가가치세 포함 약 265억 원)

• 용역대상: 5개 차량사업소

• 용역업무 범위

 - 일상 및 월상검사 항목 중 소모성부품 교환 및 습동부 급유 업무

 - 전동차 필터류 교환 및 세척업무(수서차량사업소 전동차 축전지 수선업무 포함)

• 용역범위: 5개차량사업소

•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2012 .2. 21. 14:00.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23) : (주)프로종합관리

• 향후계획: 기술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인력운영, 대상업무조정 후 최종계약 업체  선정 예상

• 사업시행: 2012. 4. 1 시행추진

• 근무형태: 시차제 통상근무(2조2교대)

• 용역설계인원: 140명

<표 3-68> 2011년 전동차 경정비 사업공고 내용(‘11.12.30)

그러나 경정비 용역 자체가 정비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는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적 성

격이 강했다. 다양한 경력의 명예퇴직자 인력구조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고용의

인적구성은 정비업무상의 안전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서울메트로의 시설관리, 유지업무 등 기술분야 외주용역은 환경관련 측정을 제외

한 28개 사업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 업무의 대부분이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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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용역업무 계약자 시작일 운영인력

비

고
1 보건관리 위탁운영 학교법인카톨릭학원 '14.05.01~'16.04.30 5
2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에이에스피엔 '13.03.01~'15.03.31 25
3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조이앤바투 '14.04.06~'15.03.31 3
4 디지털 복합기 임차 ㈜신도리코 '13.06.28~'16.06.27 -

5
모타카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고암 '12.04.01~'15.03.31 87

6 레일도유기 유지보수 큐텍인터내셔날교역 '13.09.09~'15.09.08 11

7
2014년 1,2호선 강북구간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동원궤도㈜ '14.04.23~'15.04.22 22

공

사

계

약

8
2014년 2호선 강남구간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대광공영㈜ '14.04.22~'15.04.21 19

9
2014년 3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대광공영㈜ '14.04.21~'15.04.20 14

10
2014년 4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대륙철도 '14.04.21~'15.04.20 15

11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코레일테크 '12.08.22~'14.08.21 8
12 전동차 경정비업무 위탁 프로종합관리㈜ '12.04.01~'15.03.31 140
13 전동차 도장작업 썬태림㈜ '14.05.08~'16.05.07 8
14 전동차 냉방기 정비 에스디엠케이㈜ '14.05.01~'16.04.30 14
15 전동차 이상검지장치 시스템관리 우진산전㈜ '14.04.09~'16.04.10 4
16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위탁 ㈜성보세이프티 '12.04.01~'15.03.29 78

17
승무원 및 분소직원 수송

차량 임대
㈜글로리여행사 '13.03.01~'15.02.28 2

18 차단기 정밀점검 보수 ㈜경기기술공사 '14.03.25~'14.10.17 6
19 옥외변전소 청소 ㈜청인이엔지 '14.02.27~'14.12.31 4
20 공랭식정류기 유지관리 이화전기공업㈜ '14.04.21~'15.02.12 5

21
3,4호선 조명 및 콘센트설비 

유지관리
㈜두온자산관리 '13.10.01~'14.09.30 13

22
1,2호선 조명 및 콘센트설비 

유지관리  
원방기업㈜ '13.10.01~'14.09.30 12

23 당고개역 등 2개 전기실 실시설계 신원기술단 '14.02.28~'14.05.31 3
24 지상부 급전선 점검보수 외주 코레일테크 '13.11.21~'14.11.20 10
25 전기분야 모타카 운전업무 위탁 은성피에스디㈜ '13.10.01~'15.03.31 26

26
1~4호선 노후 전차선로 개량공사  

책임감리
원앤원산업개발㈜ '13.07.25~'15.01.05 2

27
2013년도 지상부 급전선로 개량공사  

책임감리
세종기술㈜ '13.06.03~'14.07.27 2

28 2011년 PSD유지관리 외부위탁 은성피에스디㈜ ’11.12.01~'14.11.30 125

29
신 교통카드전산시스템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자)화인전자통신 '14.03.01~'15.02.28 10

30 1~4호선 전자설비수선정비 화창엔지니어링 '14.03.06~'14.12.31 3

31
기술분야 업무용차량(화물차,3인승  

판넬밴) 임차
케이티지엘에스 '13.04.01~'15.03.31 4

32
지하철1,2호선 냉방설비 운전점검 및  

부대시설 보수
㈜파이런텍 '14.04.01~'16.03.31 44

33
지하철3,4호선 냉방설비 운전점검 및  

부대시설 보수
성원개발㈜ '14.04.01~'16.03.31 31

34 환기설비 청소 (주)두산안전공사 '14.04.01~'16.03.31 15
35 지하철 1,2호선 소방설비유지보수 삼삼기업㈜ '14.04.01~'16.03.31 13
36 지하철 3,4호선 소방설비유지보수 ㈜한방 '14.04.01~'16.03.31 13

<표 3-69> 서울메트로 외주용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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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용역업무 계약자 시작일 운영인력

비

고

37
녹번역 등 2개역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천일 '14.04.21~'14.06.13 1

38
신림역 등 2개역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건국이엔아이 '14.04.21~'14.06.13 1

39 2014년 화장실 보수관리 경도이엔씨 '14.01.01~'14.12.31 16

40
1호선 동대문역 배수집수정 등 6개역  

토사수거
삼아디오시스템㈜ '14.05.09~'14.06.30 4

41
지하철1∼2호선에스컬레이터 

점검관리
㈜대신엘리베이터 '13.08.01~'16.07.31 16

42
지하철3∼4호선에스컬레이터 

점검관리

새한트라비스

엘리베이터
'13.08.01~'16.07.31 20

43 지하철 1~4호선 EV/WL 점검관리  ㈜신일승강기 '13.08.01~'16.07.31 24

44
1234콜센터 및 1234고객플라자  

위탁
㈜효성ITX '14.03.01~'16.02.29 25

45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위수탁 파인서브웨이㈜ '12.04.01~'15.03.31 85

46
2호선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현대정보기술㈜ '12.08.01~'14.07.31 10

47
2014년 에어컨 세척점검 및 

냉매보충(수선)
㈜세원공조 '14.04.25~'14.05.28 3

48 승강장통화장치 등 6종 유지관리 (주)열림정보기술 '14.04.08~'16.04.07 9

49
1·3·4호선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현대정보기술㈜ '13.08.20~'14.08.19 15

50 네트워크 유지보수 ㈜진두아이에스 '14.05.13~'16.05.12 2

51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
(주)신성엔지니어링 '10.03.19~'14.05.30 2

52
지하철 서울역, 교대역 

혼잡도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
(주)대한콘설탄트 '10.12.30~'15.01.31 3

53
고가교(뚝섬~성수, 구의~강변)  

성능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
㈜신성엔지니어링 '10.05.03~'14.08.13 3

54
고가교2,4호선(4개구간)내진보강및  

방음벽교체공사 전면책임감리

(주)수성엔지니어링 외 

3사
'13.08.30~'16.11.08 8

55 당산철교 자동계측시스템유지보수 한국씨엠이엔지㈜ '14.03.28~'14.12.20 6

56
서울메트로 1,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외1개
'13.06.13~'14.06.12 8

57
서울메트로 2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삼림엔지니어링 

외1개
'13.07.11~'14.08.09 10

58
서울메트로 3,4호선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외1개
'13.06.13~'14.06.12 10

59
서울메트로 3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재)한국시설안전연구원 

외1개
'13.07.11~'14.09.03 9

60
서울메트로 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한국시설안전공단 '14.03.19~'15.05.12 9

61
지하철 2~4호선 지하BOX 구조물  

내진성능보강공사(1차) 실시설계
동부엔지니어링㈜ '12.12.17~'14.06.18 6

62
지하철 2,4호선 고가구조물 점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바우컨설탄트 '13.06.26~'14.06.20 8

63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전면책임감리

㈜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 외 3
'12.05.30~'14.05.31 7

64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2차)

(주)태조엔지니어링외3 '13.03.15~'14.10.3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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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용역업무 계약자 시작일 운영인력

비

고

65
지하철3호선 옥수역  

지붕개량공사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
(주)한국친환경연구소 '13.11.29~'14.05.27 1

66 관제설비 정비보수 ㈜비츠로시스 '13.02.01~'15.01.31 2

67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다우텔레콤 '12.06.01~'14.05.31 3

68 환경질 측정 ㈜산업공해연구소 '13.04.01~'15.03.31 20

69 이러닝 위탁운영 ㈜현대경제연구원 '14.04.01~'15.03.31 -

70
제2종 전기차량 기능교육훈련장비 

유지보수
샬롬엔지니어링㈜ '12.08.01~'14.07.31 5

합     계 1,122

출처: 서울메트로

다음으로 서울도시철도 외주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와 상대적으로 기술분야

외주용역이 덜 추진되었다. 서울도시철도는 신호설비 유지보수, 모터카운전 및 철도장비,

PSD 유지관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 영역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노동 강도는 심화되고, 검사주기는 완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정비파트는 외주화가 진행되었는데,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란 자회

사를 설립하여 주로 전동차 중정비(4년마다 검사하는 정비), 전동차경정비(부품교체 등),

역사 시설물관리 등을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전동차 중

정비 가운데 약70%(30%는 정규직이 담당)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정비의 일부 업무도 맡

다. 또 궤도보수, 분기기 등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소방,

환기시설과 같은 역사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회사 방

식의 외주용역 역시 업무를 통째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관리감독

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업         무 2010 2011 2012 2013 2014

청사청소(에스디엠케이) 59 60 61 

역사청소(영원실업(주)외 7개) 1,204 1,204 1,339 

전동차청소(케이종합 서비스 외 1개) 257 244 253

5~8호선 승강설비유지보수(태성엘리베이터) 38 47 60 58 65

자회사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주)

전동차정비/시설관리/

본사·기지경비
381 374 403 416 416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주)

역사청소, 전동차청소, 

본사·기지청소
1,591 1,673

계 1,939 1,929 2,116 2,065 2,154

<표 3-70> 서울도시철도의 외주용역 현황

정리하자면 서울메트로는 기술, 시설물의 외주용역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차량정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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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주용역이 주로 수행되어 있다. 외주용역 중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율은 추

산하면 서울메트로는 50% 가량인 반면, 서울도시철도는 22.3%로 나타나 후자가 상대적

으로 적은 외주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3> 서울시 지하철 양대 공사 외주용역 중 안전업무 인원 비율(%)

이상과 같은 외주화 현황 속에서 현재 서울시 양대 지하철공사의 간접고용 비율은

26.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의 대부분은 민간위탁, 외주용역, 자회사 등

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의미하며 이들의 규모는 양 공사 모두 정규직의 1/3수준으로 적

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대된 원인은 차량검수, 시설유지보수

등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기간제, 파트타임 등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 자체를 전문업체에 넘겨주는 방식이 비용을 일부 절감하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방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은

식당, 경비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기관명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소계

서울메트로
인원 9,020명 144명 8명 3,223명 12,395명

비율 72.8% 1.2% 0.1% 26.0% 100.0%

서울도시철도
인원 6,488명 149명 20명 2,154명 8,811명 

비율 73.6% 1.7% 0.2% 24.4% 100.0%

출처: 2014년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

<표 3-71>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사 고용형태별 규모

결과적으로 최근의 사고들을 종합해보면, ‘인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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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구조적인 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주용역으로 운영 중인 업무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관련 외주용역이다.

서울시 양대 지하철 공사의 외주용역은 최초 당시 서울시의 비용절감에 부응하고자 실

시된 정책으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보여주기’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

다. 문제는 외주용역의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외주화를 하지 말아야 할 안전업무

까지 추진함으로써 현재 다양한 안전 위협 요인을 양산하하게 되었다. 또한 부수적인 부작

용으로서 용역회사 파산 등으로 업무가 환수되기도 하였는데, 이때 용역 업무가 기존 업무

에 추가되어 공사 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여 충분한 점검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마. 요약 및 개선방향

대략 지난 7∼8년에 걸쳐 서울시 양대 지하철 공사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차량부터 신호, 기계, 전기, 궤도부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안전관리체계가 완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앞서 각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체계가 후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

는데,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인력 감축 사태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안전관리 수준

의 이완과 인력 감축은 현재 궤도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인력 구조 조정을 위해 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그에 대한 규정에 수립되면, 실질적인 인

력 감축이 이뤄져 왔다. 이후 그렇게 감축된 인력으로도 규정에 맞춰 안전관리가 힘들어지

면, 다시 안전관리 기준을 후퇴시켜 온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인력을 감축

해 오는 과정이 전반적인 시설물 확대, 차량 운행대수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력 감축에 따라 외주용역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외주용역 범위에 대한

엄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안전을 고려해 외주용역 대상을 제한한다든가 하

는 식의 제도적 성찰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정부 지침이나 사업장의 재

정 상태를 핑계로 인력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저항이 생겨나

면, 우선은 저항 강도가 낮은 부문부터 감축과 외주화를 실시해 왔다. 이것이 각 분야에서

무분별한 외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외주용역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저

가 입찰제로 시행되고 있다. 외주업체는 용역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숙련, 저임금, 비전문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현장 인력의 숙련도 역시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숙련도 저하 혹은 교

육훈련의 형식화와 왜소화 역시 전체 인력 규모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충분한 인력이 없

다보니 집체교육 형태의 집중적인 교육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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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형태가 개별적인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다보니 새로운 설

비, 장비에 대한 직무 교육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게 아닌 컴퓨터 화면을 통해 공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교육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숙련도의 저하 역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숙련성이 안전을 크게 좌우하는 궤도 산업에서는 교육훈련

을 통해서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양대 지하철 공사에서의 교육훈련체계는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해 상당히 무너져 내

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장 (숙련)인력 감축-안전관리체계 이완-외주화-비정규 인력 활용-교육훈련체계

붕괴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지하철에서의 안전은 부단히 위협받는다. 궤도산업에서

의 안전은 총체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인력 유지, 안전관리체계 개선, 교육 훈련 강화, 안

전문화 구축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다루

어져야 한다.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정답이 찾기도 쉽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집중했던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 안전 확보를 예산 투여 및 이를 위해 재정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안전과 비용(돈)은 항상 반비례의 관계를 형성한다. 다양한 노후화 사례와 안전관리 실태

의 개선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더불어 지하철 공사들이 부담하는 무임수송비용에 대

한 보전 역시 이루어져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이전까지는 일부나마 보전해 주었

으나, 이후 현재까지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 교통체계가 수도권 전체를 아

우르는 통합 환승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버스환승으로 인한 손실액 역시 계속적으로 커지

고 있다. 이 외에도 연장운행으로 인한 손실, 정기권 손실 등이 해마다 지출요인으로서 확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서울시 지하철 양대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공익서비스 비용

(무임수송 손실, 연장운행 손실, 버스환승 손실, 정기권 손실)이라 할 수 있다.15)

이동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공익서비스 의무 내지 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양대 지

하철공사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서울메트로

는 흑자 경영을 진작부터 달성했을 것이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적자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

15) 서울메트로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확대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무임수송 손실 104,091 110,627 127,127 135,219 138,236 138,976 143,746 164,224

연장운행 손실 26,354 27,810 32,903 19,680 21,201 22,390 22,288 24,809

서울버스 환승손실 88,004 94,159 103,028 106,520 111,005 107,757 110,504 127,844

경기·인천버스 
환승손실 - - 3,168 8,470 11,277 12,717 13,361 15,126

정기권 손실 17,617 17,155 19,001 15,974 17,040 14,992 14,501 15,561

계 236,066 249,751 285,227 285,863 298,759 296,832 304,400 347,564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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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무임수송

비용 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익서비스* 2,852 2,859 2,988 2,968 3,044 3,476 3,330

당기순이익 △1,308 △1,439 △2,373 △2,568 △2,114 △1,728 △1,295

* 공익서비스: 무임수송 손실, 연장운행 손실, 버스환승 손실, 정기권 손실 등을 포함

출처: 서울메트로 경영편람

<표 3-72> 서울메트로의 공익서비스 지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익서비스* 1,327 1,468 1,476 1,472 1,531 1,826 1,977

당기순이익 △2,548 △2,305 △2,140 △2,218 △2,823 △1,988 △2,877

* 서울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자료는 무임수송 손실, 버스환승 손실만을 포함

출처: 서울도시철도 경영편람

<표 3-73> 서울도시철도의 지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2007∼2013년; 단위: 억원)

나아가 수익성 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압박 등이 더해지면서, 상시적인 인

력 구조조정과 시설물에 대한 투자 소홀이 주된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양한 공익서

비스 비용과 안전문제를 연관짓자면, 결국 지하철 이용자의 (금전적) 편익 증대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안전이 부차화되는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공고화되고 있

는 양상이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체계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적

극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철도안전법과 별도로 각 궤도공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차량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

성이 있다. 비록 철도안전법 상으로는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삭제되었으나, 서울시 양대

공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차량 내구연한

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의 환경적 요인이란, 연간 총 승객수, 운행시격 및 운행 총량,

차량 모델별 내구성, 정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사업장별 운행 특성을 의미한

다.

현재 정부는 정밀검사 이후 전면적 오버홀을 거치면 내구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내구연한이 없으나 대개 15년에서 18년 정도 사용 후 대

폐차하고 있으며, 전면적 오버홀을 통해 재사용하게 될 경우, 차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

품설비를 통째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된

다. 차량 정비환경(일상적 경정비 및 중정비)이 상이하고, 나아가 예산과 부품 조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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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과 같은 대수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차량의 정밀검수를 맡고 있는 국내 검수기관의 신뢰성 문제 역시 거론할 수밖에

없다. 가장 구형모델인 1호선 저항차에 대해서는 15년 연장 사용을 결정하고, 그보다 신

형인 2, 3호선 차량에 대해서는 5년, 6년으로 연장 사용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유럽은 충분한 예비차 확보와 운용을 통해 정비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긴급

운행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와 국내와 같이 거의 유휴차량이 없이 대단히 빡빡하게 돌아가

는 운행 일정 속에서는, 충분한 관리와 수선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차량 안전수준을 지금

보다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차 확보를 통해 정비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일괄적인 기한을 설정해 대폐차하기보다는, 각 사업장별 운행 및 정비 환경을 고

려한 합리적 수준의 차량관리체계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합리적 내구연한 설정과 함

께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형 전동차량의 교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

로 현재의 제도적 맹점에서 기인하는 서울도시철도의 SR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신규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부품관리체계 개선 및 사전적 예방 정비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차량, 전

기, 기계설비, 신호, 궤도 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최초

수입산으로 설치 혹은 제작한 이후 국산화 과정을 거치고, 이후 주문 제작, 업체 도산 등

으로 결국은 부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호환성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통상 부품의 모듈 교체와 같은 정비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차량 및 시설

분야에서는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듈 교체는 고사하고, 대부분은 정비 노동자들

이 일일이 모듈화된 부품을 분해해 문제 지점을 찾아내, 그것을 교체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부품마저도 수급이 안될 경우, 다른 유휴 부품을 뜯어 대체하는 관행이 자

리잡고 있다. 나아가 일부 핵심 부품 소수를 제외하고는 부품이력관리와 주기에 따른 교체

는 난망한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교체·수선하는

전근대적 부품관리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궤도산업과 같이 거대장치산업일수록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대단히 커질 수

밖에 없기에,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는 부품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 작업이 수반되

어야 한다. 외산 부품의 국산화 및 부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제조업체를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도

하고, 양대 공사가 참여하는 부품생산 방식을 수립하여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의 설비 및

부품 등의 표준화를 달성하고, 그에 따른 부품 인증체계 및 통합적 구매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후적 정비체계로부터 사전적 예방정비체계로의 전환을 달성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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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양대 지하철 공사에서는 공

사, 물품, 용역 구매 시에 최저가 낙찰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물품구매 관련 법령에는 국

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회계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 등이 있으며, 이는 지하철 공사 내 사

업 조달 사업에 적용된다.

(건설) 공사와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제도(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일

부 토목 공사 등에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비스 용역과 물품 구매

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거의 주요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안전 관련 물품 및 서비

스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 구매 및 최저가 입찰로

안전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에서는 토목 장비 중 하나인 고소작업차를 최저가 낙찰제로 구입

하였는데, 출고된 직후 바로 붐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처음 시운전에서 붐대가 부러

지는 사고가 난 것이다. 그 이후 직원들이 필요한 만큼 붐대를 뽑지 않은 채 고가구간의

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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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계약방법 예정가 계약가
낙찰률

(%)
응찰업체

TM용 베어링 4종 물품구매 수의계약 338,444,000 330,000,000 97.51 3

5, 6, 7, 8호선 주공기압축기용 
냉각기 1종 물품구매 수의계약 71,053,760 69,500,000 97.81 1

5호선 전동차 인버터용 
전해콘덴서 1종 물품제작 구매 수의계약 443,300,000 257,796,000 58.15 2

모터 등 36종 물품구매 경쟁계약(일반) 107,624,827 104,000,000 96.63 4

실린더 등 45종 물품구매 
단가계약 경쟁계약(일반) 99,041,243 67,032,671 67.68 2

육각볼트 등 146종 물품구매 
단가계약

경쟁계약(일반) 141,010,332 119,532,310 84.77 4

형광램프 등 25종 단가계약 
물품구매 경쟁계약(일반) 159,342,739 148,733,690 93.34 9

밴드 등 2종 물품제조구매 경쟁계약(일반) 192,723,029 162,000,000 84.05 4

대차 센터플레이트용 부쉬 1종 
제작구매

경쟁계약(일반) 85,510,349 67,950,000 79.46 3

전동차 유지보수용 출입문 등 
44종 제조구매

경쟁계약(일반) 142,873,468 113,000,000 79.09 5

축전지, 니켈수소(NI_MH) 
물품구매 수의계약 56,089,824 55,528,920 99.00 1

네트워크스위치 등 6종 물품구매 경쟁계약(일반) 61,916,684 61,779,300 99.78 2

축전지, 니켈카드뮴 3종 
물품구매 경쟁계약(일반) 155,000,000 155,000,000 100.00 1

전동차 유지보수용 밀착연결기 
등 90종 제작구매

경쟁계약(일반) 193,106,552 191,000,000 98.91 2

라이닝, 브레이크 등 3종 
물품구매 단가계약 수의계약 97,437,000 97,300,200 99.86 3

철도차량용 DC전해콘덴서 2종 
제조구매

수의계약 256,000,000 248,342,000 97.01 1

전동차용 RD-HA형 완충기 고무 
1종 제조구매

경쟁계약(일반) 95,231,367 78,800,000 82.75 13

계전기, 보조 등 6종 제조구매 경쟁계약(일반) 187,429,593 183,770,000 98.05 2

출처: 서울시의회 2013년 행정감사 자료

<표 3-74> 서울도시철도 물품구매에서의 최저가 낙찰 사례

한편 서비스 용역에서도 소방 업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안전 업무가 최저가 계약으로

위탁됨으로 인해 전문성과 숙련이 떨어지는 인력들이, 그것도 최소 수준의 인력 규모로 대

응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은 서비스, 물품 구매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용역과 부품 조달에 있어서 적정낙찰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침에 따라 물품 구매 시에 계속해서 업체를 달리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최저가 낙찰제가 맞물리면서 부품의 호환성 문제와 품질 저하 문

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업체가 많아지면 ‘단가 내려치기’를 자연스럽게 시도하려는 폐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업

체수를 관리 또는 단가 내 최저가가 아닌 낙찰하한률이 적용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가

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구호물품에 구매건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제외를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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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해야 하는데 통상 지하철

공사에서 먼저하고, 서울시가 계약심사를 한다. 이때 계약심사가 실질적으로는 물품단가를

낮추는 단계로 작동한다. 궤도 안전과 관련된 안전구호물품은 계약심사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 구매건의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

터에는 제작구매 물품이 아닌 일반 시중품들이 제3자 단가 물품으로 많이 등재되어 있으

며, 조달청 제3자 단가 물품은 안전성, 제품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물품으로 구매가 계

약을 통한 구매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대다수 궤도 사업장의 구매 부서에서는 조

달청 제3자 단가구매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사실이나 결재선에서 조달수수료 지급하

면서 물품구매 하는 것 꺼려하고 있다. 제작구매 물품 말고 꼭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물

품은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침에 의하면 물품구매

5천만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천만원까지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이다. 여기서 수의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

시 기초금액에 낙찰하한률이 적용되어 단가를 내리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낙찰 받

을 수 없다. 현재 대개 구매 부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뢰시 사유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

어서 많이 꺼리는데, 물품구매의 경우 5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

의계약 운영요령이 ‘계약처에서 하달하는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야 한다(전자공개수의사유서 폐지).

마지막으로 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모든 외주 업무를 직영화하는 것이 아닌, 업무 특성

을 고려한 선별적인 외주화는 어쩔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무조건 환

수할 게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을 감안하여 외주화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

화를 유지하되, 다만 최저가 낙찰제를 바꿔서 충분한 용역비 지급되도록 하고, 해당 업무

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용역 수행을 하게끔 모니터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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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지하철 안전관리 대응 체계 및 활동 분석

가. 콘트롤타워부터 현업구조까지 안전 조직체계의 합리성 분석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상성과 긴급성 모든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현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개선되어 전사적인 정보소통구조로 전환되는 과

정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콘트롤타워로부터 긴급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조치

가 확산되는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1) 아래로부터의 보고 체계

서울메트로의 경우 종합관제소 상황보고시스템(전체 직원 상황 인지시 ⇒ 종합관제소

(유선) ⇒ 관련부서 조치), 고객센터 신고 시스템(전체 직원 상황 인지시 ⇒ 콜센터 연락

⇒ 관련부서 조치), 전체 직원 안전신문고 신고제도 운영시스템(전체 직원의 안전 모니터

링 요원화_불안전 요인 신고)을 갖추고 아래로부터의 안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

<그림 3-14> 서울메트로의 상향식 안전 문제 조치과정

출처: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준사고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잠

재적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목적을 가진다. 소위 ‘아차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아차사고’16)를 관리하는 것은 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인리히 법칙’17)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아차사고(Near miss)란 잠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발견했거나 사고조건이 부

합되지 않아 실제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 사고.(안전보건공단)

17)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

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

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

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노동현장에서의 재해뿐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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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

처 등

<그림 3-15> 서울메트로 ‘아차사고’ 관리 시스템

출처: 서울메트로

이러한 아차사고 조사 시스템은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지난해 5월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상왕십리열차추돌사고’의 결과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사업장 내에서 이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문제가 인지되더라도 제기하기를 매우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개선과 포상보

다는 책임소재파악과 징계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현

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례상황 발생시 기관사 정보전달 현황’에 따르면 상황이 발생한

5분 안에 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일단 상황을 관제에 보고한 후 현장의 피해상황을 확

인해야 한다. 그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1인이 단독으로 승무를 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할 때 이런 응급조치가 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 그나마 서울메트로의 경우 기관

사와 차장이 앞뒤로 동승하는 2인승무체제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칫하면 승객대피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개편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 존재했던 1인 역사의 경우도 문제로 지적

된다. 역직원 혼자 관제로부터의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접수 전파 및 현장출동

조치’, ‘대피안내’를 혼자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발생 개소로 이동하는 과정,

상황인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문제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혼자의 경우는 구호조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19 등 관계기관으로 연

락을 취하고 안내하는 등의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매뉴얼과 인력 편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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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5분 이후 
장애(사고)현장

⇩
<기관사>

❍ 상황급보(종합관제센터)

❍ 현장확인, 피해상황 파악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승객대피 

유도

⇩
<종합관제센터>

❍ 열차운행통제(열차방호조치)

❍ 사고급보 및 전파

❍ 긴급지원요청(112,119)

<기관사>

❍ 피해 및 복구상황 관제보고

❍ 부상자 구호(119등 협조)

❍ 승객대피 유도안내(행동조치)

⇩
<종합관제센터> 

❍ 피해상황 및 부상자 현황 전파

❍ 비상연락망 가동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출처: 서울도시철도공사

<표 3-75> 이례상황 발생 시 기관사 정보전달 현황

근무 인원 중 점 임 무

직원 1명 근무
• 중점임무 수행 

∘ 상황접수 전파 및 현장출동 조치  종합관제, 역구내 종사원

∘ 대피 안내  대피안내 방송 등

 ※ 종합관제: 119,112 통보 및 지원 지시 등

 (사회복무요원, 청소용역원 등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직원 2명 근무
• 직원 1: 상황전파 및 현장 출동조치

• 직원 2: 승객구호, 장비 비상조치, 대피안내(방송)

직원 3명 근무

• 직원 1: 상황전파 및 현장 출동 조치

• 직원 2: 장비 비상조치(확인), 대피안내(방송)

• 직원 3: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승객구호, 대피안내 

직원 4명 근무 

• 직원 1: 상황전파 및 현장 출동 조치

• 직원 2: 대피안내(방송), 장비 비상조치(확인)

• 직원 3: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승객구호, 대피안내

• 직원 4: 장비 비상조치(확인), 승객구호, 대피안내 등

* 주: 직원 5명 이상 근무시 직원 3․ 직원 4 임무 공동 수행

출처: 서울도시철도공사

<표 3-76> 이례상황 발생 시 역직원 정보전달 현황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세부대책’(2014)에 따르면 ‘아차사

고’관리 및 보고에 대한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각 분야 안전 매뉴얼을 살펴보아도

이런 시스템은 평상시 활동의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대형 홍수나 화재, 붕괴 등

의 사고에 대비한 조치 중심으로 짜여 있다. 현장의 일상적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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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초대형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환기할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역시 1인이 근무하거나 2인이 근무하는 구조가 일상적인 상황이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초기(5분 이내)에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양공사처럼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연초 사육사 사망 사고

때에도 1인이 근무하다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보조 사육사가 있었더라면 사망으로 이어지

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6> 초기 위기대응 보고(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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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는 각종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섬세한 평가가 진행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아쉬운 점은 ‘재난대비 교육․훈련 중 매월 1회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산업안전보건 교육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위험상황전파, 시민대피 요령

교육 등‘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법 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예방에 대한 교육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용자 안전에 관

한 교육은 직무훈련 교육시간, 또는 법정 소방교육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범주 내용

1. 재난대비 

교육․훈련

○ 매월 1회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산업안전보건 교육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위험상황전파, 시민대피 요령 교육 등

○ 위기관리업무능력 향상교육(소방학교 위탁)     

○ 재난안전분야 관리자, 실무진 전문교육(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위탁)

2.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생활 주변 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 재난유형별 안전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3. 재난예방 

관리활동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인사발령 등 고려)

○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정비 (*인근재난정보접수 및 안전점검 등)

○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 홍보․참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보완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인력의 지정․운영

○ 재난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4. 법정점검 

대상시설 

지정․관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대비(예방)철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대상 시설의 합리적 등급 지정․관리

○『안전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출처: 시설관리공단, ‘201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세부대책’(2014)

<표 3-77> 2015 시설관리공단의 재난 관리대책 중 예방대책

▪ 근무방법

-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중 재해복구(구조,구급 등 - 119협조)관련 업무를 우선 추

진

- 복구반에 속하지 않는 직원은 복구반의 보조 및 현황파악 등 현장지원 중점

- 근무 / 필요시 복구반장(재해발생부서장)의 별도지시(계획)에 의하여 근무 실시

▪ 근무자 임무
- 재해관련 정보․자료 수집, 파악 / 피해발생 유무 확인 및 피해발생정도 파악

- 재해대책에 관련된 지시사항 처리 및 보고

▪ 근무자 

인수인계

-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정리하고, 근무 종료 후에는 근무중에 발생한 제반 사

항을 차기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 근무시간
- 평  일: 09:00 ∼ 18:00, 18:00∼익일 09:00 

- 토요일 및 휴일: 09:00∼18:00(주간), 18:00∼익일 09:00(야간)

▪ 상황근무자 제 수당 지급기준(공단재해대책비 지급기준 적용)

출처: 앞의 자료

<표 3-78> 상황 근무자 근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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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트롤타워로부터의 정보전달 체계

조직 내에서의 ‘안전 콘트롤타워’의 역할은 신뢰성과 엄중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골든타

임을 관리하는데 있다. 따라서 총괄지휘본부(장)의 성격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최고경영책임자의 역할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종합관제에서 인지한 상황을 중심으로 ‘위/아래’ 동시 상황보고 패턴

을 가지고 있다. 일단 위험상황이 인지되어 해당관제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가장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확보되어

야 할 영역이다.

한편 긴급상황 발생시 대책본부의 구성과 관련된 혹은 사장이나 총괄지휘본부장의 직권

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대책논의 과정과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각종 매

뉴얼을 통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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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관제

종합관제소 구내방송 상황전파(육하원칙) 2회 이상

상황관제 운전관제 검수관제 전력관제 신호관제 정보통신관제 시설관제

      
해당역

서비스센터장

영업처장

고객사업본부장

승무원

승무사업소장

운전처장

운영본부장

기동검수원

차량사업소장

차량처장

운영본부장

현업관리소

해당사업소장

설비처장

기술본부장

현업관리소

해당사업소장

설비처장

기술본부장

현업관리소

해당사업소장

설비처장

기술본부장

현업관리소

해당사업소장

시설처장

기술본부장

급보(즉시)

◉ 문자전송(SMS)

   - 철도사고 및 열차지연 10분 이상, 언론취재, 기타 주요사항

   • 사장, 안전관리본부장, 안전조사처장, 관계부서장, 현업소장, 서울시 

등 대외 유관기관

   - 열차지연 10분 미만

   • 관계부서장 및 현업, 안전조사처, 홍보실

     ※ 해당관제의 전파방송을 근거로 문자전송(SMS)

속보(상황보고)

◉ 상황보고 양식에 의거 작성

   - 개요, 조치사항, 원인, 열차지연, 피해사항, 특기사항 등

   • 사장, 안전관리본부장, 관계부서장 등

대외기관 상황보고

◉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대외 유관기관(발생 후 30분 이내)

출처: 서울메트로

<표 3-79> 서울메트로 상황전파 계통도(운행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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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서울메트로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불안전상황 정보전달 체계

역사 화재경보

시

○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하여 기계관제사와 열차관제사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역사화재경보를 인지하게 되면, 

○ 열차관제사는 유선으로 해당 역사에 화재상황을 확인하고 동시에 열차무선으로 

관계 열차에 상황을 통보하여 열차를 통제하고 있으며, 

○ 기계관제사는 해당 기술사업소에 화재상황을 통보하고 직원을 출동하도록 하고 

있음.  

열차운행과 관

계된 고장 및 

비상상황시

○ 기관사가 운행 중 발생된 상황을 전동차 운전실에 설치된 열차무선 전화기로 최

초 보고를 받음

○ 열차관제사는 관제설비(기관사 열차무선통화, 역사 원격방송, 일반전화)를 이용

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 지시(기관사, 역무원, 차량분소, 신호, 통신, 터널 등)를 함

○ 대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계통도에 따라 연락 및 정보 교환

○ 최초 상황 발생부터 조치 진행, 완료까지 본선 운행하는 전동차 통제를 기관사

와 열차무선으로 정보 공유

출처: 도시철도공사

<표 3-80> 서울도시철도공사 불안전 상황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구분 종    류 작성근거 매뉴얼 명칭

1 비상대응계획
철도안전법

(제7조)

본사 비상대응계획

현업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
「지하철 대형사고」 

매뉴얼

재난·안전관리 기

본법(제34조5)

본사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업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 「지진재난」매뉴얼
대통령훈령

(제285호)

본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업

4 「전력분야」매뉴얼
재난·안전관리 기

본법(제26조)

본사
전력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업

5
지하철 대형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재난·안전관리 기

본법(제34조5)
지하철 대형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6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

뉴얼
서울시 지침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출처: 도시철도공사

<표 3-81> 도시철도공사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 매뉴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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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주 내용

재난발생 접수 ○ 재난신고 접수 (각 현장, 당직실, 안전관리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파악 및 전

파

○ *SNS를 통한 집단대응체제 가동 (당직실, 안전관리처) 

○ 재난 소관부서장 현장출동

○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사장)

초기대응 및 응

급조치

○긴급구조, 구급활동 등 현장복구반 가동 (재난발생부서)

○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자원(인력, 장비)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 이사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재난발생부서장, 비서실 협의)

피해상황 파악 

및 대외발표

○ 피해자 후송병원, 영안실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지원반)

○ 이사장 현장이동, 현장으로 이동 중 발표할 메시지 준비, 최초 발표(이사장)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행정반)

복구 및 수습

○ 피해복구,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시급한 재난상황 수습 후 재해대책본부 대

책회의 개최, 후속대책 등)

○ 해당부서는 본부장 책임하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수행

출처: 시설관리공단, ‘201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세부대책’(2014)

<표 3-82> 시설관리공단 재난발생 보고․전파 및 초동단계 응급조치

나. 재발방지조치의 적정성

같은 조직에서 한 번 발생했던 사고가 이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조직의 분명한 한계

를 드러내는 사항이다. 즉, 안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소 잃고 외양

간 고치기’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고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었던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승객/환자 사고의 경우

서울메트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사고가 났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다. 2011년 발생한 강변역 투

신사고의 경우가 그렇다. 물론 이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 이후로 많이 완화된 사례이지만

스크린 도어가 없는 경우 플랫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별도

의 조치사항이 없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의 게시와 같은 시도도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어떤 개선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다.

2012년 서울대입구역의 사고도 사후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원

인은 ‘피로균열’18)과 ‘구동장치 부적합 제작’으로 밝혀졌다. 피로균열은 일상적으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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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예방정비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동장치 부적합 제작’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 않

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2년 용두역 사고와 2014년 총신대역 사고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사고이다. 그런

데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문제진단과 사후조치 간 개연성이 없다는

점이다. 둘 다 출입문 사고였는데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이다.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시스

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출입문에 끼임이 발생하면 기계적

감지시스템을 통해 출발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제어시스템이 가동하는

동시에 기관사의 육안확인이 필요하다. 이중의 안전장치는 기본이어야 한다. 또한, 승객의

수하물 적재량을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역무의 역할이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승

차의 경우 반드시 역무원이 승차시까지 동행하는 형태를 띨 필요가 있다.(일본의 경우는

역무원이 탑승시까지 동행한다.)

사고명 사고원인 사후조치

‘11.3.13. 2호선 강변

역 승객 투신사고

- 경찰 조사결과 자살로 

판명
- 별도 조치사항 없음

‘12.7.25. 2호선 서울

대입구역 E/S 밀림사고 

- E/S 구동체인 피로균열

에 의한 파단

- 구동장치의 보조브레이

크 설치시 부적합 제작 설

치

- E/S 구동모터 시스템 개선: 싱글타입 ⇒ 더

블타입

- 밀림방지 유압식 보조 브레이크 추가 설치: 

총 388대

- 구동체인 교체주기 설정 및 정기점검 시 구

동체인 측정 강화

‘12.12.28. 2호선 용두

역 승객 전동스쿠터 사

상사고

- 승무원(기관사) 출입문 

닫힘 확인 소홀

- 승객 전동스쿠터 과적 

및 승차 부주의    

-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

‘14.9.25. 4호선 총신

대입구역 출입문 사상

사고

- 승무원 승강장 안전문 

확인 소홀 

- 승객부주의: 출입문 닫

힘 시 지팡이 끼움, 열차 

출발 시 지팡이 놓지 않음

- 서울시 및 경찰(검찰) 조사 진행

- 승무원 장애조치 요령 숙지 및 관제보고, 지

적확인환호 철저 교육

- 승강장안전문 센서방식 ⇒ RF방식으로 보완 

검토

- 전동차 출입문 완충고무 개선 및 전기식 출

입문으로 교체 검토

출처: 서울메트로

<표 3-83> 서울메트로 주요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지만 사후관리조치에 있어서는 비교적 근본적 원인

18) 재료가 반복 하중을 받아 발생하는 균열. 피로 균열은 일반적으로 표면 결함이나 내부 결함 등

의 형상적으로 불연속인 응력 집중부에 발생하기 쉬워서, 구조물 파괴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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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생경위 원인 및 사후 조치

‘10.12.05

- 승강장 안전문이 닫히는 도중 출입문에 

발을 넣으면서 무리하게 승차를 시도하다 

선로에 떨어지며 열차와 접촉(중상)

- 본인부주의/기관사 취급소홀

- 기관사 교육시행

- 피해보상: 3,438만원

‘11.07.04

- 승강장8-4지점에서 PSD와 열차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무단침입 후 선로 투신(사

망)

- 자살을 목적으로 침입

- 승강장 침입방지대 설치

‘11.05.18

- 영업운전을 마치고 기지 내 검사고로 

입고하였으나, 종착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승객이 출입문 비상콕크를 임의취급 후 

검사고 바닥으로 추락(중상)

- 승객의 출입문 비상콕크 임의취급 후 무리하

게 하차/객실내 잔류승객 확인소홀

- 잔류승객 확인절차 개선

- 차량기지내 입고전동차 인수인계방법 개선

‘12.03.09

- 취객이 B1대합실 하행 E/S를 이용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E/S 스텝 위에 내

려놓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약2.6m 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

- 술에 취한 고객의 E/S 이용 부주의

- E/S 진입방지봉 설치

- E/S 측면 안전바 설치

‘12.09.05

- 휠체어에 탑승한 승객이 B3층 E/L 1호

기 문으로 돌진하여 B4층 E/L 상부로 추

락(경상)

- (주변고객과 언쟁 중)휠체어 조작미숙

‘12.10.23

- E/S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119가 연기

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이던 승객

이 발목을 접질려 병원이송(경상)

- E/S 회전체의 충격, 마찰에 의한 발열

- 피해보상: 5,919,600원

- 승강관리시스템 제도 개선 및 보완

‘13.11.01

- 신길역 5호선과 1호선 환승통로에 설치

된 E/S 하행 스텝 1개가 탈락되어 이용 

중이던 승객이 부상(중상)

- 피로에 의한 클램프 내부 파단

- 보수업체(태성)에서 피해 보상

- E/S 정밀안전진단 정례화 및 교체주기 검토

- 노후 E/S 디딤판 샘플링 비파괴 검사 추진 

및 불량품 교체

출처: 도시철도공사

<표 3-84> 도시철도공사 주요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낙상사고가 주요 요인이지만 교육이외에 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난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낙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이

필요한데 침상의 안전 지지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종사자가 바빠서 안전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보호자나 요양사가 필요한 환자가 혼자 방치되

었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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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도 사고원인 사후관리

2010 수면제  복용 후 낙상, 골절
진 료 비 감

면
-　

*환자:낙상예방교육실시

*직원:낙상관리교육실시

2011 수면내시경  후 낙상, 출혈
진 료 비 감

면
-

2012 X-ray  촬영 중 낙상, 골절
진 료 비 감

면

위 로 금 지

급 

2013 재활치료  중 낙상, 타박상
진 료 비 감

면 
-

2013 낙상, 골절
진 료 비 감

면 
-

2014

간호실습생이 환자 휠체어 

강기 벽에 충돌하여 발목 

골절

- -
*간호실습생에 대한 지도 강화

*학교측이 보험사고 접수

<표 3-85> 서울의료원 환자 사고 사후관리 내용

2) 종사자 사고의 경우

종사자 사고 후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신도림역 사고의 경우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선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 작업자의 경우 열차 감시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다.19) 이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

장구 미착용’을 사고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실수’에 의존하고 있는 전근대적 사고

조사 인식이다.

2012년 사고의 경우도 결국 일상적인 계획예방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한 사고로 예방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이러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장비가 운행되는 경우 관제에서 이를 당연히 관리해야 하

지만 실제로 이 작업도 사고 당시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사례이다.

19)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

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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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장소(역) 내용 원 인 사후관리

‘10.04.16
2호선 

신도림역

신호장애 점검 후 복

귀 중 운행열차 접촉

- 선로 내 안전수칙 미 준

수: 열차진행방향 통행

- 안전장구 미착용

- 작업안전 교육 강화, 선

로 안전수칙 준수

- 선로 안전통행로 확보(승

강장 선로출입구 신설)

‘12.08.07

4호선

동작∼총신

대

야간 전차선 점검(전

기모타카) 중, 작업 

복귀 중이던 궤도모

타카가 추돌하여 4명 

부상 

- 야간 모터카 운행 통제 미

흡

- 모타카 정비 불량(등구류 

미점등, 관통 제동 기능 상

실 등)

- 야간 모터카 과속 운전

- 시설관제 신설: 야간 공

사 업무 및 모타카 운행 승

인, 통제

- 모타카 운행 양방향 검지 

경보장치 설치 등

출처: 서울메트로

<표 3-86> 서울메트로 종사자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와 사후관리 사례를 제공하지 않아 관리

형태를 볼 수는 없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접근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 매 건별 원인조사 실시 후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 시설물 개선 및 직원 특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지급 등

○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시행

   - 매년 직전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유형 분석

   -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전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위험성 평가 실시

   - 맞춤형 건강증진운동(금연, 대사증후군, 비만관리 등) 전개

○ 도시철도 힐링센터 설립

   - 정신건강 증진 및 업무스트레스 관리 전담을 위한 조직 신설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1명, 심리 상담사 3명(2명 기 배치, 1명 추가 채용 추진)

○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 매년 직원의 가족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선택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공통항목 + 선택항목(종합, 소화기 정밀, 뇌·심장 정밀, CT 정밀 등)

   - 건강진단 후 유질환자 관리

   - 건강관리실 7개소 운영(간호사인 보건관리자 각 건강관리실 배치).

출처: 서울도시철도공사

<표 3-87> 서울도시철도공사 종사자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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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선 권고 사항

ATO 

사업관련

2호선의 ATO차량 도입완료 시기를 수차례 연장하면서 ATS/ATO시스템의 혼용기간이 

14년간이나 늘어나게 된 ATO차량 도입계획을 앞당기도록 재검토. ATS/ATO 차량혼용 

운행에 따른 열차운행 안전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할 것

서울메트

로사규관

리

서울메트로 사규 위임전결규정에 신호체계의 모든 작업을 시행할 경우 종합관제소 

신호관제의 작업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 시행할 것

운전․관제

분야관련

① 종합관제소 신호관제에서는 열차운행선의 신호시스템에 대한 야간작업 시 작업통제 

및 승인 DB변경연동검사 등 철저히 시행할 것

② 운전관제사는 열차지연 운행 시 회복운전을 위한 운전정리 때 앞/뒤 열차의 

운행간격을 모두 고려한 운전통제/감시/운행지시를 적시에 실시토록 할 것

③ 관제사/기관사 상호간의 열차무전기 사용 시 양방의 호출응답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할 것

④ 사고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 시 열차무전기의 비상통화모드를 사용하되 긴급사항에 

먼저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전기사용법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

⑤ 서울메트로 전구간의 승강장안전문(PSD) 고장 점검주기 등 점검방법을 개선하여 

고장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신호분야

관련(연동

제어장치

기능관련)

① 신호기 오류 등 문제발생시 ‘FAIL SAFE’21)이 될 수 있도록 전자연동장치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② 신호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발생시 유지보수자용 모니터 또는 운전취급실에 

오류장애를 알리는 알람, 경고 등 장치로 알리도록 신호시스템기능개선

③ 각 역 운전취급실 및 본사 종합관제실 관제센터의 모니터에 ATS 감시모니터를 

설치하여 근무자가 ATS신호기 현시상태 또는 신호기오류 등 장애발생시 조치할 수 

있도록 모니터 설치

④ 전자연동장치의 시스템간의 복잡한 정보전송통신망이 단순화되도록 제어회선을 

정리하여 설치

⑤ 전자연동장치 간 을지로입구 ↔ 왕십리LC ↔ 성수역 통신약정서 프로토콜 재검토

<표 3-88>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에 대한 권고

다. 2014년 상왕십리 사고조사20)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안전 문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2일 발생했던 상왕십리역 내 열차 추돌사

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서울메트로에 안전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사고조사 결과는

국토건설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궤도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조사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서울메트로에서 사후조치로 모두 받아들인다면 향후 다른 유사사고나 병발사고의 가능성

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철도사고 조사보고서(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구내 (내선) 전

동열차 열차충돌(후속 전동열차 ⇒ 선행 전동열차) 2014년 5월 2일(금) 15시 30분경)」,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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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야

관련

① 운전실과 객실 간 출입문 유리의 분석결과 반강화유리 성분으로 확인되어 이를 

반드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도시철도안전기준에관한지침 제9조 출입문규정에 따른 

안전유리로 교환

② 객실통로 문이 협착되어 열리지 않아 화재나 기타 사고시 승객대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조나 변경시 객실통로 문을 안전유리로 만들고 철문으로 만들지 말 

것

③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 충돌과 탈선에 대한 정밀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주행부 

베어링, 차륜 차축, 제동장치에 대한 예비품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④ 사고조사결과 운행기록장치 중 2039와 2939에 저장된 속도기록장치 기록에서 

EB데이터가 2039는 정상이나 2939는 후부차선택시 실제제동은 체결되지 않으나 기록 

상에 EB데이터가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데이터에오류가 현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⑤ 정확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분석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12편성 

2012에만 운행정보 기록장치가 있고 2912에는 없는 것을 반드시 양쪽 차량에 설치토록 

하고 운행정보의 기록도 동일한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할 것

⑥ 운전실 내 영상블랙박스를 설치할 것

⑦ 212편성에는 운전실에 비상탈출구가 없으며 239편성도 운전실에 비상탈출구는 

있으나 충돌이나 화재시 승객 대피가 어려워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⑧ 신조차 구입시 출입문이 일그러지더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에 승객비상탈출구를 

반영하고 전동차중간부 출입문에 승객대피용 비상계단 마련을 검토할 것

⑨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의자 하부에 두지 말고 신조차는 승객의 눈높이에 설치할 것

⑩ 승객의 비상탈출로의 야광표지로 차량 내 이동동선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 정전에 

대비할 것

⑪ 방송장치는 승객안전을 위해 coupler 파손 등으로 방송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신조차량의 경우 무선방송 중계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⑫ 사고차량은 차체의 충격과 부품에 손상이 많으므로 충격이 심한 차량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 차량은 반드시 정밀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할 것

⑬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차량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차량의 교체를 반드시 검토하여 시행할 것

⑭ ATP, ATS, ATO 장치의 지상자와의 Interface 시험장치를 검사고 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것

특히 이번 사고조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메트로 현장 여기저기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는 불안전 상태가 존재해왔다는 사실이다. 각각

21) 페일(fail)이란 영어에서「실패」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결국「고장」으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결국 페일 세이프란「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그대로 폭주해서 사고, 재해로 연결되는 일이 없이 안전을 확보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 경

우의 안전확보란 보통「운전을 정지하고 게다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것이다.

작업안전은 작업자 주의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은 때로는 주의력

이 떨어지거나, 착각에 의해 불안전행위를 범하는 것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으로는 가령 작업자가 조작을 실수하거나, 작업방법을 잘못했을 때에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기계

설비, 장치 등에 대해서 그것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기 특히 여객기는 부품의 파

손이나 어떤 기능이 고장 나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급 프레스기계는 고장이

일어나면 슬라이드가 급정지해서 상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기구가 적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페일 세이프이다. 페일 세이프는 안전한 기계나 설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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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영역 세부 내용

1. 안전분야 긴급 점검

○ 서울시 주관으로 외부전문가와 특별합동점검 실시(1∼9호선 

신호시스템 전반)

○ 열차운행상황 감시 및 운행통제강화(선행열차가 앞 역을 대기중일 

경우후속열차가 출발한 경우 해당 승무원에게 주의운전, 신호기 2기가 

연속으로 보이지 않는 곡선구간 기관사와 관제사간 무선전달방식으로 

변경)

○ 신호연동장치 개선작업시 전수점검, 시행데이터 수정시 

관리감독강화

○ 운전실에 전/후방 열차확인 모니터 신설, 열차간격 300m이내 

접근시 자동경보음 발생장치 신설, 승강장 정차시간 1분초과시 

경고음, 계획운행시간보다 2분 이상지연시 경고음 발생

2.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 위기대응 역량강화 ⇒ ‘골든타임 목표제’도입(상황전파 + 시민보호 

+ 초기대응 → 5분 이내)

○ 권역별 비상출동반 구축 및 직원교육 강화

○ 정전시에도 안내방송이 가능토록 함. 

○ 시민 대상 입체적인홍보 및 안내시스템구축

3. 이중/삼중의 

안전관리시스템구축

○ 터널 내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및 분석반운영

○ 종합관제 비상연락 대응협의체 구성/운영 분기1회

4. 외부협력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강화

○ 협력회사 직원관리강화(자체적합성검사에 일일교육 및 사고사례 

숙지여부 항목추가, 음주여부 및 휴식관리 적정성여부 점검, 

업무미숙련자에 대한 특별교육실시 및 협력회사 지사장의 

중점관리요청, 협력회사직원 안전교육강화)

○ 승무사업소와 용역회사 지사간 안전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점검 및 개선

5. 민간철도전문가와의 

협업체계구축

○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정례화로 점검의 투명성 제고, 철도운영에 

대한 전문가모니터링 상시화, 철도분야전문가 초빙 종합안전평가시행 

<표 3-89> 상왕십리 추돌사고 후 발표한 서울시의 개선 방안

의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사실들이지만 결국 사고가 나고 나서야 세상에 공

식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예방시스템이 불충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상왕십리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

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22)은 사고발생 후 7일 만에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사고원인은 아직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

데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심층성과 성실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서울시의 대책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권고와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2)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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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영역 세부 내용

연1회, 시민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전문지식을 가진 약100명),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 활성화, 시민 제안 

센터(#8272)운영

6. 전직원 

철도안전교육 

수료의무화

○ 가칭 ‘철도안전학교’개설 운영(운전/관제/역무 12시간 이상, 

기타분야 6시간 이상)

○ 안전업무담당 직원의 전문역량 확보, 철도/지하철사고 사례집 발간 

교육자료 활용, 외부전문기관과 협의 재난관리전문가 육성, 

서울메트로 안전체험관 건립 검토

7. 노후전동차 앞당겨 

교체

○ 장기사용 전동차 호선별로 앞당겨 교체추진(1호선 64량_'15년까지, 

2호선 500량 최우선교체/신호장치현대화ATS ⇒ ATO, 3호선 150량 

연장사용기간 중 교체, 4호선 470량 기대수명 도래시 평가 후 별도 

추진_'22년까지

8. ‘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운영

○ 통합관제센터 2018년까지 구축완료, 서울시 SMART 통합 관제센터 

운영개시 이전에라도 노후화된 1․5․8호선 관제센터는 우선 개량계획 

수립·추진

9. 안전전담기구 신설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 안전감사처 신설, 현업사업소장 전결→ 본사처장 또는 본부장 전결

○ ‘사고예방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 안전관련 사업 시행 시 

안전관리단 승인

○ SNS 등을 통한 조직내, 조직간, 상하간, 횡적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

10. 중앙정부와 협력 ○ 도시철도운영비 국비지원 건의, 무임수송 보전비용 국비지원 건의

서울시의 긴급한 대책은 그야말로 긴급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책도 일부 실

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개편으로 맞춰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상시적으로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발생 10개월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10대 개선안 중에 몇 %가 목표치를 통과했는

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 시스템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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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각 조직의 정보가 들쭉날쭉한 관

계로 균등하고 총체적인 분석은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당장 각 사업체에서 초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2014년 서울메트로

의 상왕십리역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변화 없이 이대로 갈 경우 또 한

차례의 위험이 각 조직에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향후 개선사항을 소결에서 적시하고자 한다. 이 소결의 내용은 향후 구성

계획에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한다.

첫째, 이용자 사고와 안전 관련 상시적 보고체계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인 아차사고의 집계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은 이미 확

인된 바 있다. 서울메트로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보다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적용되지 않고 현실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좋은 제도를 실

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여전히 ‘사고보고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조직적으로 변화되지 않

으면 안 된다.

둘째, 시설투자와 보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시설이 증가하거나 노후화되는 구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시설의 예방정비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철도안전법과 별도로 각 궤도공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차량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철도안전법 상으로는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삭제되

었으나, 각 궤도 사업자들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합

리적 수준의 차량 내구연한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의 환경적 요인이란, 연간 총 승객수,

운행시격 및 운행 총량, 차량 모델별 내구성, 정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사업

장별 운행 특성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정밀검사 이후 전면적 오버홀(overhauling)을 거치면 내구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내구연한이 없으나 대개 15년에서 18

년 정도 사용 후 대폐차하고 있으며, 전면적 오버홀을 통해 재사용하게 될 경우, 차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설비를 통째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정밀검수를 맡고 있는 국내 검수기관의 신뢰성 문제 역시 거론된다. 가장

구형모델에 15년 연장 사용을 결정하고, 그보다 신형 차량에 대해서는 5년, 6년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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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용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이다. 유럽은 충분한 예비차 확보와 운용

을 통해 정비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긴급 운행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부품관리체계 개선 및 사전적 예방 정비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차량, 전기, 기

계설비, 신호, 궤도 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최초 수입산

으로 설치 혹은 제작한 이후 국산화 과정을 거치고, 이후 주문 제작, 업체 도산 등으로 결

국은 부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호환성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의 설비 및 부품 등의 표준화를 달성하고, 그에 따른 부품

인증체계 및 통합적 구매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후적 정비체계로

부터 사전적 예방정비체계로의 전환을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수익성 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압박 등이 더해지면서, 상시적인 인력 구조

조정과 시설물에 대한 투자 소홀이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용자의 편익 증대

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안전이 부차화되는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공고

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체계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적

극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투자출연기관에서의 문제제기는 안전에 관한 비

용을 지출하고 싶어도 예산의 종국적인 결정자는 지자체이며 지자체와 투자출연기관간 수

직적 관계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

에서도 자유롭게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사민정이

협의하여 긍정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향후 안전관련 예산 집행은 큰 어려움을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저가 낙찰제, 무분별한 외주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궤도 공기업 사업장에서는 공사, 물품, 용역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가 주로 활용되

고 있다. 물품구매 관련 법령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회계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

등이 있으며, 이는 코레일과 다른 지하철 공사 내 사업 조달 사업에 적용된다. 지방공기업

에서 적격심사제도(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에게 낙찰하는 방식)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서비스 용역과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거의 주요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안전 관련 물품 및 서비스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 구매 및 최저가 입찰로 안전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방 업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안전 업무가 최저가 계약으로 위탁됨으로 인해

전문성과 숙련의 문제, 최소 수준의 인력 투입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업체수를 관

리 또는 단가 내 최저가가 아닌 낙찰 하한률이 적용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

선해야 한다. 안전구호물품 구매 건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제외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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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이용자의 안전임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병에 걸려 있고 직무상 사고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정신건강을

훼손당한 기관사가 수 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80km/h의 속도로 지하공간을 달린다고 생

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병가를 내고 싶어도 근무를 대체해 줄 간호사가 없어서 감기약으로

버티면서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의 근로환경이 환자에게 이로울 수

없다. 2만V가 넘는 고압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면서 감시자 지원 없이 한 명이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이용자 안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엄청난 시설물 관리를 노동자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수 천 톤에 이르는 청과류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노동자 혼자 감당

해야 한다면 그 노동자는 실제 맡겨진 규정대로 일을 해낼 수 없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잠재적 위험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안전한 서비스 질(質)을 담당할 주체는 바로 공급

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위기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위기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문제는 아무런 문제

가 안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현대사 전대미문의 끔찍한 인재로 기록되도록 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동 주체의 ‘사고보고’, 바로 이것이었다. 이 보고체계가 가능

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일상적 관

리시스템 속에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수천 ㎡의 역사에

한 명의 역무원이 근무하면서 5분 내에 플랫폼에서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고 승

객대피를 시켜야 한다는 골든타임 매뉴얼은 사실상 현실 적용 가능성이 없다. 승무원 1인

이 수 천명을 싣고 운전하는 전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똑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각

조직에 보관되어 있는 위기대처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 초기 5분의 골든타임

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 위험을 감지

해도 보고하기 꺼려하는 조직문화, 규제가 있지만 감사에서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일상적으

로 적용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거버넌스 구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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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안전 거버넌스 사례

1. 노동조합이 주도한 안전 거버넌스: JR 동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가. JR 동일본 현황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은 작업장 안전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Sinclair

et al., 2010). 작업장 보건과 안전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참여를 통해서 발전해

왔기에, 한 국가의 노동안전보건시스템과 노동자 건강수준은 노동운동의 힘에 좌우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안전보건시스템을 비교하였을 때, 각국의 안전보건시스템, 노동자 건

강수준은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자정당의 역량,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참여 수준 등과 정확

히 조응하였다(이상윤, 2005; Elling, 1986). 해외의 많은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왔으며, 그 결과 단체협약상으로 현장 작업자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자율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 왔다. 더 나아가서 특정한 노동과정이 안전과 건강에 직

접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노동조합은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Gray et al., 1998).

이 글의 주제인 JR 동일본의 사례 역시 ‘노조가 강력할수록 작업장 안전과 보건이 개선

되어왔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JR 동일본은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철도여객회

사로서 일일 평균 1,650만 여명(2011년 기준)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업체이다.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성 강화는 곧바로 이용객, 즉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 안전의 증진으

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JR 동일본에서는, JR 동노조라는 건강한 노동조합이 창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과반을 점하면서 작업장 내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시켜왔다. JR 동일본은, 강력한 노동조

합이 작업장 안전에 크게 기여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JR 동노조는 끊임없

이 경영진을 추동하여 JR 동일본여객회사로 하여금 안전을 제 1의 경영원칙으로 삼게 하

였다. 더불어 그것이 천명된 원칙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직접 벤치마킹 대상(예

컨대 항공산업)을 찾아 정책을 개발하고, 사측과 함께 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갔다. 이후 현

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시스템으로 변화되면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게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JR 동일본의 노동조합이 안전한 조직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였지만, 노

동조합의 요구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사용자의 호응과 협조가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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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그렇게 20 여년이 지나면서 JR 동일본은 인적 과정과 안전 문화를 강조하는

‘고신뢰조직’23)과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7년 이전의 일본국철(JNR)이 지역별로 분할 민영화(privatization)되어 현재는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JR 동일본 사례는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사업장

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이하에서는 JR 동일본이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JR 동일본 사례가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JR 동일본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 과정과 내용

1) JR 동일본의 사업장 개관

JR 동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의 동북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철도여객회사로

서 일본 내 궤도회사들 가운데 운행거리나 직원 수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사업장이다.

<그림 4-1> 지역별 JR 사업장 현황

그럼에도 JR 동일본은 일본 내에서 가장 안전한 궤도 사업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JR 동일본은 일본 국철에서 분리된 사업장으로, 현재도 국철에서 분리된 회사

들은 모두 ‘JR’이라는 명칭은 사명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JR 그룹으로 표기하자면, JR

동일본 외에도 JR 서일본 등 총 6개의 여객회사와 JR 화물회사가 운영 중에 있다. 일본

23) 고신뢰 조직은 안전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인식, 행위, 태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복잡한 시스템 내부의 각 부문 사이에 높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장기간에 걸쳐 사

고가 벌어지지 않고, 뛰어난 안전도를 유지하는 조직을 의미한다(Weick & Roberts, 1993;

Weick & Sutcliff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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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은 지역별로 분사하는 수평 분할의 형태로 민영화됨으로써, 각각의 개별회사가 시설과

운영을 함께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직계열화(상하 통합)되어 있다.

2011년 현재, JR 동일본의 운행거리는 7513km로 JR 사업장 가운데 가장 긴 편인

데, 그 중 1135km가 신간센에 해당하며, 그 외에 기존 선로는 6389km이며, 민영화

이후 새로이 추가된 선로는 276km 정도이다. 전체 직원 수는 59,130 여명이다. 역사

는 1,689개이며, 운행 중인 열차 량수는 12,757대이다. 연간 수입은 1조 7057억엔에

달한다. 일일 평균 승객수는 1,650만 여명이며, 일일 운행거리는 70만 km이다. 객차

출입문의 개폐 횟수는 대략 600만 회에 이른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궤도사업장인 코레일의 경우, 영업거리는 약 3,600km

이며 전체 직원 수는 3만 2천 여명이다.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영업거리는

각각 140km, 160km 정도이다. 직원 수는 1만 여명(서울메트로), 6,500 여명(서울도

시철도)이다. 양대 서울지하철 공사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700만 정도이다. 국내 모든

궤도사업장의 영업거리를 합친다 해도 JR 동일본의 영업거리에는 미치지 못할 만큼 JR

동일본은 거대 철도여객회사라 할 수 있다.

<그림 4-2> JR 동일본 운영 개관

2) 민영화 직후의 JR 동일본

JR 계열회사들은 모두 일본국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지역별 민영화를 거쳐 갈라져

나왔지만, 지금은 안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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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7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일본 국철은 1987년 전격적으로 민영화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격렬히 저항했으나, 결과적으로는 8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되는

내홍을 겪었다. 민영화로의 전환기에 일본국철은 국철 분할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조합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상명하달식의 ‘기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업인 교육은 이른

바 ‘인재활용센터’에 민영화 반대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거기에서 잡초 뽑기, 반성문 쓰

기 등의 징계를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징계에도 굴복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국철청산

사업단’에 보내져 결국엔 해고되었다(週刊 MDS, 2005; 週刊 MDS, 2007). 국철 내

비판적 노동자들에게 관리하기 위한 통제적 노무관리는 민영화 이후에도 JR 계열회사에

일종의 잔재로 남아있었다(Sato, 2008). 1987년 창립 직후를 비교할 때, JR 동일본

역시 조직 내부적으로 다른 JR과 마찬가지로 국철 시대의 통제적 문화가 남아 있었다.

당시 JR 동일본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를 색출하고, 반성문 작

성, 일근교육(앞서의 ‘기업인 교육’에 원형을 두고 있음), 승무 정지 등과 같은 ‘제재’나 ‘처

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사고 대책으로 ‘기본 조작 준수’지시를 반복할 뿐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고 당사자의 느슨함 때문

에 일어난 사고’라는 전제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느슨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당연시 되었다. 나아가 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현장에 긴장감을 주고

자 하였다.

사소한 정지 위치 불량이나 운행 지연조차도 사고로 취급되어 업무정지나 처분이 따르

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열차 지연에 대한 죄책감과 위험하다고 판단해도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로 인해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주저 없이 열차를

세울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안전보다는 운행이 우선된다는 사고가 고착화되었다. 나아

가 직장 내에는 국철 시대부터 계속돼 온 ‘사고 은폐’의 관행이나 당사자에 대한 ‘책임추궁’

이라는 나쁜 풍토가 존재했다.

3) 노동조합의 안전 철학 확립

(1) 안전에 대한 각성의 계기

JR 동일본 노조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사유화 직후 발생한

두 차례의 중대사고에 있었다. 1988년 8월과 10월, 열차 탈선에 따른 전복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다. 특히 8월의 사고는 폭우로 인해 도상24)이 유실된 상태였음에도 열차가

진입했다가 벌어졌다. 이는 노동조합에 큰 충격을 남기게 된다. 왜냐하면 충분히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24) 열차 하중을 지반에 균등하게 전달하여 레일 침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

는 자갈, 콘크리트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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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당시 JR 동일본에서는 운행 지연에 대해서 승무 정지처분과 수당 삭감이라는 징계가 남

발되었기에, 기관사는 무리해서라도 해당 구간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다. 열차 지연이 죄악

시되고, 관료주의적 책임 추궁이 횡행하던 조직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이 예견되

더라도 열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 이후, JR 동일본 노조는, 사고는

곧 징계가 아닌, 사고로부터 배우는 철학을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즉 사고를 당사자

의 책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과제

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JR 동일본 노조는 안전 대책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

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게 되고, 1988년 11월에 다음과 같은 ‘사고 근절 선언’을 발표하

게 된다. 25년 전에 발표된 내용임에도,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재 JR 동일본의 주요

안전정책을 선취하고 있고, 많은 점을 시사하기에 조금 길게 인용한다.

(전략)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고의 원인규명은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기술, 규정 준수 여부 혹은 (근무) 정신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적인 단순 원인 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의 심층에 

있는 회사의 체질, 직장 상황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사고가 곧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안이한 대응이, 억눌린 직장 분위기를 만

들고,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0초, 1분 지연도 사고로 취급되어 승무 정지나 처분

이 내려지는 현실입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략)

우리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나,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측의 

본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정시 열차 운행이 

모든 경우에 우선하는, 이 모순된 현장과 이를 조장하는 구(舊) 국철주의적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고나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열차를 멈춥시다. 만약 아무런 일이 벌

어지지 않았더라도, 열차를 멈춘 것에 대한 책임을 사측이 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JR 동노조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전제일의 정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힘냅시다! 

1988년 11월 

동일본여객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표 4-1> JR 동노조의 1차 사고근절선언(1988)

선언은 사고의 표면적인 유발자를 찾아내 징계하는 것이 이후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사고의 심층적 배경을 규명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

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히가시나카노역 열차추돌사고(1988년 12월 5일)가 발생하면서 기관사

1명과 승객 1명이 사망하게 된다. 창립 후 발생한 첫번째 사망사고에 직면하여, JR 동노

조의 요구에 따라, 노조와 경영진은 사고의 심각성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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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히가시나카노역 열차 추돌 사고

그 결과 노조와 경영진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근무평가와 연결 짓지 않고, 현장 노동자

들의 목소리가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였다. 더불어 현장 노동자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교육 제도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

가기로 하였다. 이후 12월 5일을 JR 동일본의 ‘안전의 날’로 결정했으며, ‘Challenge

Safety’ 운동 신설, 안전문제 소위원회(경영협의회 신설 및 안전협의회의 내실화), 안전

연구소 및 종합 훈련소 설치, ATS-P 조기 도입 등이 구체적 대책으로 수립되었다.

당시 JR 동노조가 안전 문제를 사용자가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노조

역시 스스로가 가진 관행을 반성하게 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조가 이전까지 해 오

던 관행은,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기보다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사고 당사자를 조직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었다(柳 昭典, 2012). 사용자의 과도한 징벌주의가

징계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현장 노동자로 하여금 사고 보고를 꺼리게 만들었다면, 노조는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사고나 실수의 정확한 원인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존재했던

셈이다. 결국 양쪽이 해 오던 관행이 지속되었을 경우, 사고의 실제 원인은 드러나지 않은

채 현장 곳곳에 계속 잠복될 개연성이 컸다.

(2) 안전심포지엄 개최 및 노사 간 안전철학의 공유

과거 노조 관행이 사고의 배후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는 반성 속에서, JR 동노조는 와세

다 대학의 항공 안전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1988년부터 ‘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시작

하였다. 심포지엄 초기에 ‘책임 추궁에서 원인 규명으로’라는 새로운 안전 철학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이후 ‘책임 추궁에서 원인 규명으로’라는 프레임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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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은 사고의 원인 규명, 사고로부터 학습, 대안 제시 등의 활동

을 전개하였다.

또한, 현장에 ‘안전 없이는 노동도 없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미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

해서 회사와 노조에 보고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노조가 먼저 안전 철학을 정립하고, 현

장에서 그에 따른 실천을 해 나간 것이다. 이때부터 JR 동노조는 책임추궁 위주의 징계로

는 원인 규명이 힘들다는 논리로 경영진을 설득했고, 경영진 역시 이에 동조하게 된다. 그

러한 논의의 결실로, JR 동일본 노사는 1992년, ‘사고 근절을 목표로’라는 노사 공동의

안전선언을 발표하였다.

사고 근절을 목표로

1988년 12월 5일 중앙선 히가시나카노 역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4 년이 경과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통한의 수치인 동시에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뼈저리

게 재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이후 경영 협의회 및 안전 분과회에서 안전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여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Challenge Safety’ 운동의 추진 등 전체 직

원의 중지를 결집하여 사고 방지 노력을 해왔다.

또한, 1990년 10월에는 JR 동일본과 JR 동 노조의 공동 주최 하에 국제 철도 안전 회의를 개최하

여 국내외의 지혜를 결집하는 가운데, 안전한 철도 만들기를 향해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아닌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큰 흐름을 만들고, 효과

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 JR 동일본은 안전 제일의 기

업 문화를 육성하고, 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JR 동일본이 21세기를 향해 앞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을 추구하는 길에 끝은 없다. JR 동일본과 JR 동노조는 12월 5일 오늘 히가시나카노 사고의 

교훈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사고 근절 결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 근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으로 임할 것이다.

1992년 12월 5일

<표 4-2> 1차 노사 공동안전선언(1992)

이와 같은 노사 공동의 안전선언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1994년

의 선언부터는 ‘(현장) 직원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안전풍토’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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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근절을 위한 도전

JR 동일본은 회사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전 문제는 노사 공통 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영

협의회와 국제철도안전회의 등의 자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쌓아 왔다.

그런 가운데 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책임 추궁 아니라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커다란 흐름을 

만드는 동시에, 직원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안전 풍토를 만들고 왔다.

이러한 노사의 진지한 대응을 통해 그동안 JR 동일본의 안전성은 꾸준히 향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차량·설비의 고장 및 취급 실수에 의한 사소한 열차 지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는 중대 사고의 요소를 내포한 경우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그간 염원이었던 주식 상장이 실현됨에 따라 내부에 일종의 안도감이 확

산되고 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도감은 안전에 대한 감각의 저하를 초래하여 새로운 사

고의 싹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 대책에 있어서도 기존 발생 사고 억제에 대한 유형별 매뉴얼과 구체성이 결여된 대책 

작성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안이한 자세가 있지 않은 지 재차 반성해야 한다.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추구하는 엄숙한 자세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

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진정 효과적인 사고 방지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을 하나의 경종으로 삼아 위기의식 속에서 받아들이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사고 근절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94 년 11월 8일

<표 4-3> 2차 노사 공동안전선언(1994)

이로써 JR 동일본의 노사는 ‘책임 추궁보다 원인 규명’이라는 안전 철학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더욱이 안전이 경영진과 관리자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의 일선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임을 뚜렷이 인식하

게 된 것도 크나큰 성과였다.

다른 한편 JR 동일본의 노사가 이러한 안전철학에 공감하고, 공동의 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도 중대한 뒷받침이 되었다.

일본철도회사 7개 가운데 JR 동일본의 경영진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개혁적이고, 안전

우선정책에 전향적이었다. 1990년 초반부터 회사 경영진은 안전과 경영에 대해서 노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공동의 안전철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1995년의 제 6회 안전 심포지엄은, “안

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철학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JR 동일본 대표이사의 인

사말과 함께 개최된다. JR 동일본이라는 거대 궤도회사의 경영자가 안전을 기술적 차원의

맥락이 아닌 조직 문화와 인식의 문제로 사고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안전 문제를 테

크놀로지 개선만이 아니라, 인적 과정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

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한 이래로, 현재까지 JR 동일본 노사는 끊임없이 이러한 철학을 공

개적으로 주지시켜 왔다. △ 안전한 조직 문화에 대한 지속적 환기, △ 징계보다 사고에



- 122 -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등 이 2가지 안전 기조는 JR 동일본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4) 경영·안전협의회 개최 및 안전 중심의 인사·예산정책

이상과 같은 안전 철학을 바탕으로, JR 동일본 노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 관련 회

의체와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전문제 소위원회라 할

수 있는 경영협의회와 안전협의회라 할 수 있다. 사실 안전협의회는 국철 시절인 1962년

미카시마 사고(160명 사망자 발생) 이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유

명무실했다. JR 동일본 노사는 안전철학의 확립을 거쳐 이 안전협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된다. 또한, 1988년에는 경영협의회를 신설하여 개최해 왔다.

현재 경영협의회와 안전협의회는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장애발생 문제를 안건으

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안전협의회를 통해 사고 및 에러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노조는 각 지방본부에서 중앙으로 보고

되는 원인규명위원회 활동내용 중 중대 및 경미사고와 장애 또는 아차사고25)에 가운데

안건을 선택하여 회사 측에 제안하고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러한 안전협의회에서의 안전

대책은 즉시 노사 양측에 전달되며, 이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경영협의회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노사 중 한쪽에서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응하도록 되어있고 지금까지 회피하

거나 거부한 적은 없다고 한다. 현재 안전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되고 있으며, 노조에서

는 13명이 회사 측에서는 부사장을 포함한 10명이 참석하고 있다. 경영협의회는 분기당

1회씩 개최되며, 노사 양측의 대표자를 포함해 각각 17명씩 참석한다. 경영협의회와 안전

협의회는 10개의 지방본부에서도 노사공동으로 중앙본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

에도 복수노조인 제 2, 3노조들 역시 경영진과 경영·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5) 일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학술 논의에서는 ‘incident’와 ‘accident’를 구별한다. 전자는 경미한

인적 상해나 물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로서 단일한 사건(event)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를 의미한

다. 반면 후자는 상해와 손실 정도에 있어서 대단히 피해가 큰 경우로,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다수

의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누적되고, 결합하면서 발생한다. 이 외에서도 사고의 범주에는 ‘near

miss’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칫 했다면 incident로까지 진행되었을 사건이나 실수를 의미

한다. 여기에서는 incident와 accident는 각각 ‘경미사고’와 ‘중대사고’로, near miss는 ‘아차사

고’로 구별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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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노조(동노조)와 경영 및 안전협의회 운영 

- 경영협의회 년 4회: 노사 양측 17명 참석 / 회사 측: 사장, 부사장 3인, 상무 6인, 이사 5인, 인

사담당간부 2인

- 안전협의회 월 1회: 노조는 13명 및 회사 10명 참석 / 회사는 부사장 1인, 상무 1인, 이사 3인, 

부장 3인, 인사 담당 1인

■ 복수노조 제2노조, 제3노조와 경영 및 안전협의회 개최 수 

- 제2노조, 제3노조 등은 각각 년 2회 개최하며, 회사 측 참석은 대표자가 사장이 아닌 상무와 이

사 등으로 바뀌고 참석인원도 줄여서 참석함. 

■ 경영협의회 운영 

- 경영수지현황, 영업현황과 판매전략, 연구개발, 경영구상과 년차계획, 이용자 여론조사 등 경영

현황 보고하고 질의응답 후 노사간 안건(통상적 2건 정도),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회 2시간 진

행 

■ 안전협의회 운영

- 철도사고발생상황, 수송장애상황, 사원노동재해상황, 분기별 주의를 요하는 사고사례 등 보고하

고 질의응답 후 노사간 안건(통상적 2건 정도),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회 2시간 진행 

<표 4-4> 경영협의회 및 안전협의회 운영

■ JR 동일본 노동조합의 안전 업무 담당 인력

- JR동노조 본부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는 중집위원 31명 중 10명(위원장, 부

위원장, 서기장 등 임원 3인, 업무부장 6인, 조직부장 1인)

- 위의 10명은 기본적으로 경영협의회와 안전협의회 노조 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임원 3명이 총괄하고 업무부장 6인 중 선임부장이 간사로써 실무총괄 및 노조 원인규명위원회의 

준비와 회사와 협의회 등도 담당함.

<표 4-5> JR동노조 본부의 안전업무 인력

JR 동일본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인사정책상의 변화를 꾀하였다. 즉 “책임

추궁에서 원인 규명”이라는 철학에 걸맞게 아차사고를 비롯한 인적 에러의 보고에 대해서

이전까지의 감점주의에서 벗어나 가점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사고 보고에 대한 보상

을 통해 보고를 장려한 것으로, 한국 궤도 공기업이 여전히 사고 건수를 인사평가와 개인

별, 팀별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획기적인 개선이었다. 나아가 여전히

다른 JR사업장들과 달리, JR 동일본은 성과급 제도가 직원 간 경쟁을 촉발하여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장 노동자들과 경영진 사이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사 관리자들은 각 일선 현장에 가서 의견을 교환하는 안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적 에러 대책으로 백업(잉여) 시스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전방위적으

로 안전 시스템의 개선이 진행되면서, JR 동일본은 전체 투자액 가운데 40%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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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는 대략 연간 800∼900억엔을, 2000년대 들어서면서 1,500∼2,100

억엔까지 투자)을 안전 대책에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7년부터 2013년

사이 JR 동일본은 총 2.8조엔 이상을 안전 관련분야에 투자하였다. 국철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를 안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4> JR 동일본의 안전에의 투자 현황(1987∼2013년)

5) 노사 공동의 국제철도안전회의 개최

JR 동일본의 노사는 세계 각국의 철도산업에서 장기간 동안 쌓아 올린 안전에 대한 노

력을 배우기 위해 1990년 10월에 노사가 공동으로 국제철도안전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기다긴 철도산업의 발전 속에서도 이러한 회의체가 없었는데, JR 동일본 노사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의 철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안전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 국제철도안전회의는, 철도가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 세계적 동향 속에서 철도의 미래

를 개척하기 위해 기존처럼 사고 책임을 사측에게만 일방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나 승객 등 제3자도 참가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국내외에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JR 동일본 노사의

기획이 결정적이었다.

현재 해마다 국가와 도시를 옮겨가며 개최되는 국제철도안전회의에는 2014년 독일 베

를린에서 24회가 개최되었으며, 대략 33개국 철도 사업장 노사가 참가하고 있다. 국제철

도안전회의는 철도 수송의 안전을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향해 철도

의 특성인 안전하고, 쉽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저렴하다는 강점을 살릴 철도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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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특히 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벌주의로는 사고 원인이 은폐될

수밖에 없으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관점 속에서 전 세계

철도 안전대책의 기본을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5> 제23회 국제철도안전회의 홈페이지(일부)

JR 동일본 노사는 매년 개최되는 철도안전회의에 공동으로 참석하고 있다. 철도안전회

의는 공동으로 참석하지만 회의에서 노조와 회사의 입장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

다. 노조는 매년 4∼5명 정도 참석하며 발표자 2명, 본부임원 1명, 교섭담당 업부부장 1

명, 현장 참여자 1∼2명(발표자 포함할 경우도 있음)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

동을 통해서 세계철도 안전에 대한 정보입수와 노하우 확보 등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하는 활동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 외에도 JR 동일본 노사는 철도 산업 아닌 산업 분야에서 성취된 안전 성과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의 안전 대책에 관한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6) 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도입

JR 동일본 노사가 안전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자, 2000년대 초반 사고 발생

율은 1980년대 후반과 비교해 1/3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건수가

낮아지고, JR 동일본의 경영이 순탄하게 이뤄지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4년 12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비상브레이크만

으로 운전을 강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기관사는 브레이크 고장을 관제소에 보고하고,

조치를 기다렸으나, 관제소는 비상브레이크를 써서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

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는 운행을 정지하지 않고, 매 정차역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승객

을 수송하였다. 이 사건에 이어 눈보라가 치는 기상 조건 속에 와이퍼가 고장났는데도 관

제소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지속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5년 초반 JR 동노조는 이러한 몇 건의 사고를 통해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 안전 의

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는데, 바로 이때 즈음, 열차 탈선으로 107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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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JR 서일본의 후쿠치야마선 사고가 터졌다. JR 동노조는 이 사고가 JR 동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여겼다. 이로부터 안전 철학, 안전 문화가 구축되었

다 하더라도 그것이 느슨해지면, 얼마든지 사고는 벌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다시 말해 JR 동노조는 현장에서의 일상적 안전 운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절

감하였다.

JR 서일본의 후쿠치야마선 사고 이후, JR 동노조는 눈에 띄게 효율화, 관료화되어가고

있던 회사의 안전 정책에 대응하고, 다시금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기

획하였다. 그러한 기획의 일환으로 2006년 초부터 외부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자문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안전자문회의는 노동조합의 안전활동 관련 역량 강화와 질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

획된 것으로, 노동조합의 본부간부 5∼8명과 외부 안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안전자문회의는 JR 동일본에서 벌어졌던 여러 경미사고와 아차사고 등에 대해 논

의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리로 활용되었다. 외부 전문가들은 일본 내에서 명

성이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을 찾아내고, 제시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외부의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 관련

제안을 함으로써 안전협의회에서 노사가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전 전

문가 자문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전문가 각각에게는 별도의 자문료를 제공하고 있다.

7) 원인규명위원회의 실시

안전자문회의의 개시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06년 2월, JR 동노조는 JR 동일본 안

전 시스템 가운데 백미라 할 수 있는 ‘원인규명위원회’를 모든 작업장에 설치할 것을 사측

에 요구하였다. 노조의 강력한 요구 속에 원인규명위원회는 각 소속 작업장에서 작동하게

된다. 원인규명위원회의 1차 목표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

게끔 하고, 이를 통해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데 있다. 원인규명위원회에서

는 사람, 기계, (조직)풍토, 관리 등의 범주로 사고와 관련된 환경을 분류한 뒤, 각각의

환경적 범주에 따라 사고가 벌어지게 된 심층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원인 분석에 기

초하여 차후의 사고 방지대책을 도출한다.

원인규명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시, 해당 소속의 노동조합

간부, 당사자를 중심으로 1차적인 사고 개요를 파악한다. 이때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분

과별 원인규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이 참가하여 사고의 심층적

원인을 규명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하나의 사고는 놓고 벌이는 다양한 의견그룹들의 토론

속에서, 사고 발생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된다. 각 조합원들은 원인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합된 사고 원인분석 내용과 재발방



- 127 -

■ 분회 사고 발생 시 전 조합원 참가 원인규명위원회 가동 개시 

- 일본의 도쿄에 있는 시부야 운차분회에서 소속된 기관사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회사의 

관리자와 안전책임담당 부서의 관리자들이 기관사 책임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해당 분회는 지

방본부와 해당 직종분과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고원인을 찾아내고 밝혀내기 위해서 분회에서 전 조

합원 참가 원인규명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다. 제1차적으로 분회의 현장간부들을 중심으로 사고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정보를 수집한다. 

- 제2차로 전 조합원이 참가하여 분임조별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내용을 담당 분임조장 등이 정리하

여 분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분회의 전 조합원은 사고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서 A4용지에 적어내기 운동도 진행한다. 그러다 보면 아주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시되며 이것

을 모으면 휼륭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의 방안이 된다. 

■ 지방(10개)본부의 원인규명위원회 운영 

- 지방본부별 조직규모 등에 따라서 구성인원과 운영방법 등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지방본부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연간 9∼10회 정도로 매월 개최한다. 본부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분회

에서 올라온 사고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리하여 지방본부별로 진행되는 노사공동 경영협의회 및 

안전협의회의를 준비 등을 하며 중요한 사고나 장애는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본부에 보고한다.  

■ 중앙본부에서의 원인규명위원회 운영

- 연간 6회 격월로 원인규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10개의 지방본부를 통해

서 올라온 사고나 장애발생 또는 아차사고(사고나 장애가 발생 직전의 건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논

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갖는다. 회의구성원은 중앙본부간부로 구성되며 부위원장1인, 서기

장1인, 업무부장(각 직종별 교섭담당)등 5∼8명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매

월 노사 간에 개최되는 안전협의회의에 대비하여 회사 측에 제기할 안건과 내용 등도 준비한다. 

<표 4-6> 원인규명위원회 구체적 운영 방식

치책 등의 결과물은 다시 각 지역본부와 중앙 차원의 원인규명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후 노조는 자신들이 마련한 원인분석 결과와 정책을 가지고 사측과의 집중적인 단체

교섭을 진행한다. 대개의 경우, 단체교섭은 1회로 끝나지 않고 몇 회에 걸쳐 실시되며, 종

국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JR 동일본 전체 조직 차원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전 작업장에 공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원인규명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만

작동한다. 통상 사고 당사자는 사고와 관련된 실수나 잘못을 정확히 전달, 공유하지 않으

려고 한다. 아무리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인 사고 당사자가 노조를 믿지 못한다

면, 노조에 자신의 실수를 낱낱이 밝히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은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잘

못 이상으로 사측에게서 부당한 과잉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JR 동일본 사용자가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을 우선시한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 사고에

직면해서는 자주 이런 원칙들은 무너져왔다(Izumi, 2010). 따라서 더욱더 노동자와 노

동조합 사이에 끈끈한 신뢰가 존재할 때에만, 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실수와 사고 상황을

실토할 수 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JR 동노조가 인적 오류에 대한 징계를



- 128 -

무조건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노조는 최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뤄지

지 않도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려고 노력한다. 원인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사고 당사자는

과잉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렇게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고 원인을 통해

조직은 안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처럼 원인규명위원회는 ‘책임추궁이 아닌 원인규명’이라는 안전 철학을 실제로 현장에

서 구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적 오류를 개인의 실수로만 치부하지 않고, 전체 안전

시스템 중 어딘가가 취약해진 신호로 해석하는 관점에 서 있다. 다시 말해 사고 원인을 특

정 개인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조직 전체의 시스템 속에서 전후 연결된 과정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사고의 심층적 원인을 파헤치고, 이를 교정하는 구체적 실천방식이 원인규명

위원회인 것이다.

더불어 원인규명위원회는 사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사고가 벌어진 현장의 소속 노동자들

이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

의를 지닌다. 개별 노동자들은 원인규명위원회 참여를 통해 한번이라도 더 사고에 대해 생

각해 보고,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즉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조직 전체의 안전 문화는 개선되어가고, 개인들의 안전 의식 역시 자연스럽게 고양되

는 것이다.

8) JR 동일본 경영진의 안전 정책

JR 동일본의 안전 시스템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안전 거버넌스의 형태로 구축되었지만,

경영진이 소극적이었다면 결코 형성될 수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노동조합

의 안전활동에 부합하여, 경영진 역시 세부적인 안전 정책들을 도출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예컨대 1989∼1993년 안전 우선 투자 계획의 형성기로, 이 시기 동안 경영진은

안전을 경영정책 전반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앞서 표에 나오듯이, 1990년 초반 500억엔 정도에서 후반에는 900억엔까지 안전 투자

예산을 확대하였다.

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춘 1기 안전 계획은, 이후부터 5년 단위의 단계적 안전 계획 수

립으로 이어진다. 2기 “안전 기본 계획”(1994∼1998년)은 1994년 발표되는데, 이때에

는 가시적, 비가시적 측면으로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안전 계획을 제출하였다. 3기는 “안

전 계획 21”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한 안전 시스템 하에서 운송 품질을 향상하고, 대

형 중대사고를 보다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4기는

“안전 계획 2008”이라는 이름 하에 기본에 충실한 안전 시스템의 재정립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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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JR 동일본의 안전 정책 발전 과정

2009년에 이르러 JR 동일본은 새로운 5기 안전 정책을 내놓게 된다. “안전 비전

2013”이라는 제목 하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도전하는 안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안전비전 2013은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을 체화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객 및 직원(그룹 회사 파트너 회사 포함)의 사

망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2가지의 새로운 안전 관점을 수립하였다. 즉 ▲

사전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예방, ▲ 안전 관련 인력육성(HRD) 체계의 향상이

라는 2가지 기본 기조 속에서 4가지의 실행방침을 세웠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착실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과거에 발생한 철도 운전 사고 등의 재발 방

지 대책에 어느 때보다도 주력하면서, 또한, 일정하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건에

대해 최대 피해규모를 상정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진행하

고자 했다.

- 새로운 위험도 추출하여 평가: 예상되는 사고 발생 빈도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 정

도를 상정하여 위험 평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안전 대책에서 우선 순위 결정.

- 우선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방지 노력 수행: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지진 건널목

사고, 과속으로 인한 탈선 대책 등. 또한, 역사 구내에 대한 대책으로 간이 홈 울타

리의 설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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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 지속: 최근 발생한 중대사고의 방지 대책 지속 추진

② 안전설비 중점 정비 계획의 추진: 지난 4기 안전 5개년 계획에서는 계획 단계의 안

전 관련 투자액을 4,000억엔으로 산정하였는데,「안전 비전 2013」에서는 약

7,500 억엔으로 추산하였다. 투자가 이루어질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 사고 원인 규명과 위험 대응을 포함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험선의 정비를 조속히

점검

- 수도권에서의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책의 구체적 검토: 야마노 테선의 보완. 건널목

사고 대책으로서 지금까지의 시책 실시하는 것 외에 새로운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실시. 새로운 직전 횡단 방지 대책 도출. 안전 보안 장치(ATS-P형과 ATS-Ps형)의

정비 진행

③ 안전문화의 창조

- ▲제대로 보고하는 문화, ▲ 깨닫는 문화, ▲ 서로 부딪치고, 토론하는 문화, ▲ 학습

하는 문화, ▲ 행동하는 문화 등 총 5가지를 안전 문화의 기본으로 삼았다.

-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삼현주의를

JR 동일본 그룹의 행동 기준으로 정하였다.

-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행동하고 성취감을 얻음으로써 안전 의식·감

성을 고취하고 안전 행동으로 연결해 가는 “Challenge Safety” 운동의 원점으로

돌아가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④ 안전경영체제의 재구축

- 사람을 육성하고 안전 지식을 계승: 각 지사에서 안전 수칙, 보안 구조, 과거의 사고

이력 등을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력 있는 ‘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을

안전 지도의 키맨으로 성장시킴. JR동 일본 종합 연수원 내에 설치한 사고 역사 전

시관의 확충. 새로운 교육 소재의 작성 및 안전 전승자의 조직화 진행.

- 전사가 일체가 되어 안전성 향상: 그룹 회사, 협력업체 등의 안전 부문의 지원 및 설

비 개선 시스템 구축, 인재 육성. 그 외 열차 치임, 감전, 추락 등 3대 노동 재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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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JR 동일본의 2009-2013년 안전 정책

JR 동일본 경영진이 수립한 안전정책은 전반적으로 노사가 공유하고 있는 안전 철학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정책들이 도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노사가 구축한 안전 거

버넌스 위에서, 사측은 안전 정책과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다.

다. JR 동일본 안전 성과

앞서 JR 동일본이 안전 정책과 조직의 안전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를 개략적으

로 살펴보았는데, JR 동일본 노사는 공동으로 고신뢰조직의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 구축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이라는 안전 철학은 사실상 고신뢰

조직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사고의 배후 요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부분 역

시 사고를 조직 전체의 안전시스템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조합원

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인규명위원회는, 고신뢰조직론에서 주장하는 현장 숙련자들의 참여

를 통한 안전 확보, 의사결정의 탈집중화, 상향식(bottom-up) 의사소통과도 유사하다.

현재 JR 동일본이 고신뢰조직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성과는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

다. 추돌, 탈선, 열차 화재 등 열차 관련 중대사고 발생 빈도를 국철 시기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할 민영화되기 직전인 1980년대에 걸쳐 열차의

중대사고 발생건수는 평균적으로 3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JR 동일본으로 분사된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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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약 20건 정도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1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8> 국철 및 JR 동일본 시기 열차 관련 중대사고 비교(2012년)

JR 동일본 창립 이후 열차사고를 비롯한 전체 중대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중대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창립 시기였던 1987년, 총 중대사고(철도 물적

손해사고, 철도 인명 피해사고, 건널목 장애사고, 열차사고 등)의 발생 건수는 연간 376

건이었다. 이후 중대사고는 계속 줄어들어 1994년에는 168건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200

건 이하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대략 140건수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운행 km당 중대사

고 건수를 산출하면, 초창기에는 1.5건 내외에서 현재는 0.5건을 하회하고 있다. 다시 말

해 JR 동일본의 사고 발생률을 창립 초창기와 비교하면, 3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나

타나는데, 세계 궤도산업 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림 4-9> JR 동일본의 중대사고 발생 건수 및 추세(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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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명 피해를 막아낸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 성과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

다.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교육과 훈련, 그리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직원 스스로 안전

의식을 체화하게끔 한 JR 동일본의 조직적 노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 속에서 빛을 발했다. 동부 해안 쪽의 JR 동일본 7개 지선과 신칸센의 선로, 역사,

교량 등이 거의 모두 파손되었지만, 수천대의 JR 동일본 열차 이용객과 역사 대기자 가운

데는 단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발생한 가공할 자연 재해 앞에서 JR

동일본 현장 노동자들의 기민한 대처가 놀라운 기적을 낳은 것이다. JR 동일본은 대지진

관련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드웨어적 노력만으로는 그와 같은 재해에 대응할 수 없

었으며, 현장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한 일선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승객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Kurihara & Kimura, 2013). 차량 및 시설에 대한 물적 투자

중심의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인적 요소, 즉 소프트웨

어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림 4-10> 동일본 대지진 피해 사례(미야기현 이시노마키선)

특히 JR 동일본 현장 노동자들이 대지진과 쓰나미에 직면해 보여준 활동들은, 관제의

지시 명령이나 매뉴얼 이상의 것들이 많았다. 이는 당시 엄습해 오던 재해 상황이 일반적

인 매뉴얼이 상정하는 위험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관제와의 통신이 두

절된 상황에서 매뉴얼 상의 대피 구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높은 곳으로 승객을

피신시키거나, 관제는 특정한 구역으로 승객과 함께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이를 어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 평상시의 교육, 훈련, 매뉴얼을 넘어서는 위

기 속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독자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안전 활

동을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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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의 지령과 매뉴얼을 위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철도 산업에서, 이들 현장 노동자

들은 사후적인 처분을 무릅쓰고 대피 및 구조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신뢰

조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유연한 문화’, 곧 위험 상황에서 평상시의 지휘 계통보다는 현

장의 숙련 노동자에게 상황 대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Wreathall, 2006;

Weick & Sutcliffe, 2007)과 유사하다. 매뉴얼은 기존 발생한 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며, 사고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발생하기에,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절대적이어서

는 안된다. 결국 매뉴얼과 중앙 통제라인의 한계를 현장 숙련 노동자들이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4-11> 현장 위급 상황에 따른 대처 사례(이와테현 오후나토)

이처럼 JR 동일본의 사례에서 전체 운행의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관제실의 사태 파악과

지시는 제한적이었고, 이를 뛰어넘은 현장 노동자들의 대처는 성공적이었다. 2013년 JR

동일본 노사는 도쿄공과대학의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러한 사례들

을 재검토하였고, 비록 현장 노동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현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Yanagi, 2013).

왜냐하면 그러한 권한 이양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될 때, 현장 노동자들은 위급 사태 속에서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JR 동일본에 자리

잡은 종신고용 형태가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몰입도와 책임성을 높여 안전 문화를 강화시

킨다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JR 동일본은 대지진 사고 이후 “방재 대책 검토 위원

회”를 발족시켜 각 지역별 현지 답사와 수동 검증 운동을 실시하여 매뉴얼과 실태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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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부분을 밝혀내고 개선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JR 동일본은 대지진을 겪고 난 뒤, 이를 계기로 하드웨어뿐만 아니

라, 재해 관련 매뉴얼과 의사결정의 탈집중화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개선하고 이를 제도

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도 과거의 안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비교적 성

공적 대처라 할 수 있었던 대지진 사례를 곱씹어 이를 다시금 안전 시스템 갱신에 활용하

는 JR 동일본 노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라. JR 동일본 안전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JR 동일본은 일본에서 가장 큰 철도여객회사임에도 중대사고의 발생 빈도 등에 있어서

여타 JR 계열 사업장보다도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창립 직후를 비교할 때, 이

들 사업장들은 조직 내부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JR 동일본 역시 국철 시대의 통제적

이며, 징벌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처럼 일본 국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들이었음에도, JR 동일본은 다른 JR 계열 사업장보다 안전에 있어서만

큼은 크게 앞서가게 되었다. JR 동일본이 안전 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정착시킬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고신뢰조직론에 비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JR 동일본이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에는, ‘안전 없이는 노동

없다’라는 테제 하에 안전 중심으로 조합활동을 강화한 노동조합에 있다. 즉 JR 동일본의

안전 문제에 관한 한, JR 동노조의 주도와 경영진에 대한 압박 속에서 JR 동일본이 고신

뢰조직으로 탈바꿈해왔다는 평가는 그다지 틀리지 않은 진술일 것이다. 복수노조 체제 속

에서 압도적 과반수(80∼90%)를 점한 JR 동일본 노동조합은 자신들 활동의 방향을 안

전 중심으로 잡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였으며, 그들을 움직였다. 사고 발생 시, 이를 유발한

조합원 보호만에 골몰하던 JR 동노조의 행태가 이어졌다면, 실질적인 사고의 원인 규명은

불가능했을 테지만, 노조는 그러한 관행 역시 사고 은폐에 기여했다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

였다. 과반수 노조가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함께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한 결과, 전체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 역시 빠르게 고양될 수 있었다.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 그리고 이에 호응한 경영진의 정책 속에서 JR 동일본은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었으나,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회사다보니, 노동조합보다는 더 쉽

게 효율성과 수익성의 논리로 회귀할 때가 잦다. 현재 JR 동일본은 검수와 구내 업무의

전면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26) 또한, 노사 간에 형성한 안전 문화 역시 저

26) 이미 2000년대 초반 설비 부문이 아웃소싱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지만, 고신

뢰조직의 맥락에 비춰볼 때, 아웃소싱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발견을 무척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을 저해한다(Weick et a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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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 JR 동일본의 경영진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갈 때마다

노동조합은 통렬히 비판하면서 견제해 왔다. JR 동일본 노조의 사례는, 노동조합이 안전

문제에 전력투구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참여를 가속화시켜 더욱 충실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둘째, JR 동일본의 경영진 역시 다른 JR 계열회사들과 달리 안전에 관해서는 충분히

개방적이었고, 안전을 위해 노력했기에 현재와 같은 안전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다른 어느 사용자보다도 안전 문제에 진정

성을 가지고 대응한 JR 동일본 경영진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신뢰조직론에서 사용자의 역할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JR 동일본 경영진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안전의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물적, 인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더불어 안전협의회 및 경영협의회를 비롯하여 안전 심포지움에도 사장과 부사장 등 JR 동

일본의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JR 동일본은 안전 5개년 계획, 연간 안전보

고서 발표, 관리자들의 현장 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안전에 몰입하며, 중시하고 있음을 직원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체의 안전 의식

과 실제 안전성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JR 동일본의 노사가 구축해 온 안전 거버넌스와 관련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노사가

다양한 사안을 두고 대립할 수 있더라도 안전문제라는 공통의 과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인

정하고 논의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JR 동일본은 테크놀로지만이 아닌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와 인적 요소를 중시하

는 새로운 안전철학을 안전 거버넌스 형성 초기에 정립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세부적 안전

정책들을 도출해 왔다. 진보적인 안전 철학에 먼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안전론에 대한 학

습을 시작한 것은 JR 동노조였다. 여기에서 진보적인 안전 철학을 소개하고, JR 동일본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들의 도

움을 통해 안전 철학을 수립한 JR 동노조는, 이를 그저 자신들 내에서만 활용한 것이 아

니라, 경영진과 함께 논의하면서 공유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처음으로 노사 공동의 안

전 선언이 제정되고, 발표된다. 그리고 공동 안전선언은 안전 심포지엄이나 국제철도안전

회의와 같은 논의의 장을 거쳐 더욱 개선되었다. 이러한 노사 공동 안전 선언은, 작업장

내에서 노사 간에 맺은 일종의 단체협약과 같은 규칙으로 작용하였다. JR 동일본 노사는

공동의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인지적 인프라 구조’(Weick et al., 1999)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인프라 구조는 노사 간에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재까지 발전시켜 온 작업장 내의 다양한 안전정책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실행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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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JR 동일본의 안전 거버넌스는, 안전을 중심으로 한 인사 및 예산 정책이 있었기

에 작동할 수 있었다. 앞서 다룬 안전 철학의 정립이 고위험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

지적 인프라 구조의 형성 과정이라면, 그것을 반영한 인사 및 예산 투자 정책은 안전 거버

넌스가 현실에서 한발씩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프라 구조’라 할 수

있다. 전체 사업예산의 40% 가량에 안전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파격적 재정 계획, 직원

들이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고용 보장, 가점주의, 성

과급 배제, 교육, 훈련 등), 원인규명위원회와 같은 노조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보장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입으로만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JR 동일본은

지난 25 여년에 걸쳐 안전 중심으로 사업장 제반 시스템을 구성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전

체 구성원들이 안전 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JR 동일본에는 여전히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는 노사 간의 조직적 노력

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안전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안전한 조직은 결코 어느 위치에 도달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산업에서 애

초에 도입했던 기계와 설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나중에는 새로운 기술적 요소

가 추가된 것들로 교체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숙련된 베테랑 직원들은 언젠가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고, 새로운 젊은 직원들이 충원된다. 아울러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

시책도 변화한다. 결국 안전과 연관된 테크놀로지, 인간, 제도는 부단히 변화하게 되고,

작업장 내의 안전 시스템 역시 이 변화와 맞물린다. 그러한 변화와 더불어 작업과정상의

인적 에러, 커뮤니케이션 오류, 테크놀로지의 불안정성 등 작업장에서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Streeter, 1992). 이처럼 사회시스템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사회기술체계

(socio-technical system) 속에서 어떠한 조직도 완벽한 안전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안전 문제를 드러내고, 교정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데, JR 동일본은 대지진 사태에 대한 평가 작업과 대안 모색에서 확인되듯이 지금도 더욱

안전한 조직이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하는 JR 동일

본 노사는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안전 거버넌스를 공고화시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JR 동일본 안전 거버넌스가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에 주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JR 동일본의 사례는 공기업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안전 거버넌스에 직접 참

여해야만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JR 동일본 사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와 달리 민간기

업의 안전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어떠한 공적인 토대, 달리 말해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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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다. 즉 JR 동일본의 다양한 안전 관련 회의체와 활동들은 민간 사업장 수준에서 노

사 간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 작업장 내 규칙과 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과 바로 연결되는 벤치마킹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단순히 사업장 단위의 노사 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설립, 사업 기획 및 투자, 예산, 인력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통제하는 (시)

정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시)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

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체제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종의 중

립적 행위자의 외양을 띤 채 산하 사업장의 안전 문제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었으나, 상왕

십리역 사고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 문제(인력 충원, 설비 투자, 차량 교체 등)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하 공기업의 안전 관련 투자와 정책을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궁극적 사용자(ultimate employer)로서, 사업장 노

사와 함께 안전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면 공공 안전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서울시라는 최종 사용자를 비롯해 사업장 단위의

노사가 진보된 안전 철학과 의식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JR 동일본의 안전 거버넌스는 약 25년을 걸쳐 구축되어 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 노사

는 과거의 안전 논의에서 벗어나 테크놀로지만이 아닌 노동과정 및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

적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안전에 관한 새로

운 이론을 함께 논의하며, 안전철학을 정립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도입해 왔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각각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논의하면서 안전 철학을 형성하고, 정책을 만드는 장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작업장 안전과 관련해 핵심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전 거버넌스에서 빠져 있던

서울시라는 주체가, 일선에서 안전 문제에 직면하는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안전위원회

의 구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히 서울시라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담당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안전위원회는 담당자들이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안전패러다임을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의제를 추동해 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것이다.

셋째,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현재 JR 동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협의회와 경

영협의회가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협의회와 경영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JR 동일본 안전 거버넌스의 장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를 책임 있는 노사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직접 논의하고 있다는 점

이다. 즉 JR 동일본의 노사는 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들 회의 구조의 또 다른 특성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일방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요구는 모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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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졌다는 점이다. 주기적인 회의 개최,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의사소통의 상시성 등이

JR 동일본 안전 거버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사업장 수준을 넘어서는 회의체로서 안

전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여야 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회의

구조의 정례화 및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의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유연성 등이 안

전위원회의 제도화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에서 ‘민’이라는 파트너는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이어야 한다.

JR 동일본의 사례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 있는 일본에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오랜 동

안 유지하고 있는 JR 동일본 노동조합이 안전 문제를 주도하면서 만든 결과이다. 이는 반

대로 노동조합의 힘이나 역량이 취약할 경우, 안전한 작업장과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Sinclair et al., 2010).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역시 주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시기에 따라 노사관계에서 열세에 처해 충분히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민’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안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이라는

파트너 영역에는 안전에 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주체가 참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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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지자체 노사민정 교통(안전) 거버넌스:

일드프랑스 지역

프랑스 지자체에서 안전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자적인 거버넌스 구조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통안전문제는 광역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자체 교통(안전) 거버넌스(교

통조합) 내에서 다루어진다. 노·사 혹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교통조합 자문위원회를

통해 교통안전문제를 포함한 교통사업 전반에 관여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광역도 교통(안전) 거버넌스인 일드프랑스교통조합(STIF)과 그의 자문기관인 대

중교통자문위원회(CPTP),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체인 파리교통공사(RATP)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 거버넌스와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프랑스 교통관리 체계

프랑스 행정단위별 업무분장에서 대중교통의 관리는 시와 광역도 관할이다. 프랑스 행정

단위는 시(市, commune), 도(道, département), 광역도(région)로 구분되며,27) 아

래의 표와 같이 관할업무가 분장된다.

행정단위 관할업무

시
일반행정, 사회복지, 방재, 초등교육, 위생, 정화, 상수도, 전기·가스 배급, 쓰레기 처

리, 대중교통, 주민등록관련 업무, 토지대장, 청년·스포츠, 문화 등 분야

도 사회복지, 보건(공공의료사업, 예방), 공공시설, 교육, 기초단체 지원사업 등

광역도

경제협력(에너지 관리, 농업 등), 지역개발사업(공공시설, 인프라 및 교통, 환경 및 자

연환경정비 사업 등), 교육(중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문화, 연구, 교통, 커뮤

니케이션, 관광, 등

<표 4-7> 프랑스 행정단위별 업무분장

프랑스의 교통관리기구는 주로 광역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와 도에서 이 기구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Ile-de-France) 광역도28)의 교통은 광역도의회 대표의원, 파리시의회 대표의원, 그리

27) 프랑스 지자체의 위계는 상급정부로서 광역도(레지옹)와 도(데파르트망)의 이중구조, 기초정부

로서 시(코뮌)가 존재하는 3층제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일반적으로 상급정부로서 특별·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기초정부로서 시·군·자치구로 구성된 2층제라 할 수 있다.

28) 일드프랑스의 면적은 12,011㎢로 한국의 수도권 면적(11704㎢)과 유사하지만, 인구는 각각

119만 명(2012년), 256만 명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특별

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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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개의 도의회 대표의원이 중심되어 운영하는 지자체교통협력관리기관인 일드프랑스교

통조합(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 이하 STIF)을 설치되어 이 기

관이 담당하고 있다.29) 이 같은 관리형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마르세이유를 중심으로

한 ‘부쉬-뒤-론 통합교통조합(Syndicat mixte des transports des

Bouches-du-Rhône)’, 리옹의 ‘리옹·론 통합교통조합(Syndicat Mixte des

Transports pour le Rhône et l’Agglomération Lyonnaise)’ 등 대규모 광역도에

서 유사한 교통협력관리가 진행되고 있다(Paumier et Rabardel 2007, 31). 또한,

다수의 지역교통관리기관들은 ‘교통책임기관연맹(Groupement des Autorités

Responsables de Transport, GART)’을 구성하여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의

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TIF 2014, 9).

프랑스 교통관리 체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관리되었던

교통체계가 이동속도의 증가와 교통망의 발전과 더불어 분권화가 확대되면서 점차 광역화

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30) 프랑스에서 현대적인 교통관리체계가 형성된 것은 1938

년 11월 파리교통협의회(Comité des transports parisiens, CTP)가 설치되면서 부

터이다. 당시 교통관리기구는 중앙정부의 대표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파리시의 대

표들이 참가하여 협의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오늘날과 유사하게 독립된 법인의 형태인

조합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59년 여객운송단체 관련 대통령령(Ordonnance

n°59-151 du 7 janvier 1959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transports de

voyageurs)에 따라 파리교통조합(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 STP)이

설립되면서이다. 당시 조합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파리지역의 대중여객운송을 체계화하

고 현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파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관리체계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권한이나 구역이 광역도를 중심으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1991년에는 STP

의 권한이 일드프랑스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STP는 오늘날의 STIF로 변환

하면서, 일드프랑스 광역도의회 대표들이 STIF 이사회에 참가하게 된다. 유사한 시기 교

통재정지원방식도 조합과 사업체 간의 다년계약방식으로 바뀐다. 교통요금은 STIF에서 결

정하고 실제노선운영비용과 차표판매수익 간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보전

1항) 하나의 구역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일드프랑스는 광역도로서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드프랑스는 하나의 데파르트망으로 취급받는

파리를 포함하여 8개의 데파르트망을 포괄하고 있다.

29) 광역행정문제의 일반적인 처리방식은 ① 행정구역 조정방식, ② 단체 간 협의조정방식, ③ 전담

기구 설치방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프랑스의 교통관리방식은 ③에 해당

한다.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교통관리를 위해 이와 유사하게 ‘수도권교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

담기구 역시 자치단체의 결합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연합체 방식, 조합방식, 광역구 방식으로 나

뉠 수 있다(강상욱 외 2008, 11-12).

30) 프랑스의 지방 교통관리체계의 역사는 Paumier et Rabardel 2007, 9-13쪽, 1장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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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70%는 정부가, 30%는 8개 데파르트망에서 부담하였다.

이후 STIF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나 재정부담이 축소되고 광역도 중심

으로 재편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간접시설의 설치계획, 학교등하교버스운영, 하

천정규여객서비스, 이동장애인 운송, 맞춤교통서비스 등의 영역까지 기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된다.

결국, 2004년에 제정된 ‘지자체 책임성과 자유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 du 13 août 2004)’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서 중앙정부는 조합이사회에서 철수하고, 이에 따라 조합구성에 있어 큰 변화를 겪게 된

다. 첫째, 조합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한 파리-일드프랑스 도지사(Préfet d’Ile-de-France

et de Paris)31)가 담당했지만, 마지막 도지사의 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2006년부터 일

드프랑스 광역도의회 의장이 담당하게 되었다.32) 둘째, 중앙정부 대신에 상공회의소와 지

방자치단체조합장연합의 대표가 새로이 참가하게 된다.

<그림 4-12> 일드프랑스(Ile-de-France)지역

출처:Own work

일드프랑스에서는 STIF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단일한 관리기관이다. 하지만 STIF가

모든 교통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런던광역교통기구(Transport for London,

TFL)은 버스, 철도, 자전거, 보도, 주차, 택시, 신호등 등 거의 대부분의 교통문제를 총괄

31) 파리도지사 제도는 1790년에 창설되었고, 1977년에 수도권 지역의 명칭이 파리지역(région

parisienne)에서 일드프랑스로 바뀌고 나서는 파리도지사가 동시에 일드프랑스 광역도지사를 겸

임하고 있다.

32) 지방자치단체는 프랑스처럼 자치정부의 지위만을 지니는 경우가 존재하고, 한국처럼 이와 동시

에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복합적으로 지니는 경우가 존재한다. 프랑

스의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은 국가행정의 집행을 위해 국가가 임명하는 (광역)도지사(préfet de

région, de département)와 지방자치단체인 광역도의회와 도의회가 병존하는 분권화된 행정체

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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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루는 반면에,33) 프랑스 교통관리는 중층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STIF의 역할은

주로 여객운송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상부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영역(고속도로와 철

도전국구간)이 있고, 하부의 각각의 시나 데파르트망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가령, 파리

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파리시는 특히 도로교통(버스차선, 이륜차 장려정책, 주차, 새로운

이동방법 설치, 사거리, 보행자도로)을 담당하고, 파리경찰청은 정부와 시행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며, 택시를 관리한다. 또한, 파리이외의 데파르트망, 지자체조합(EPCI), 기초단체

(코뮌)도 차량통행, 주차, 일부 근거리교통에 관여하기도 한다(Paumier et Rabardel

2007, 37).

대상 담당영역

중앙정부 고속도로, 철도전국구간

STIF 파리지하철, 도시고속전철(RER), 수도권철도, 버스, 전차(tram)

파리시 도심차선, 이륜차, 주차, 인도, 신호등, 사거리

파리경찰청 택시

<표 4-8> 일드프랑스 지역 교통부문의 역할배분 사례

이렇게 다소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선, 2007년 일드프랑스지

역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드프

랑스 지역의 교통관리도 런던처럼 시와 경찰청의 역할이 점차 광역도 교통기구로 이전되

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Paumier et Rabardel 2007).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교통관리가 파리 중심에서 광역화로 꾸준히 이전되는 과정 중 하나의 단계로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나. 일드프랑스교통조합(STIF)의 임무와 구성34)

STIF의 임무는 지역 내 여객운송을 현대화하고 그의 발전계획을 결정하는 것이다.

STIF는 일드프랑스 광역도 내에 있는 파리시35)와, 파리주변 7개 도(道)를 포함하며, 지

역 내 모든 대중여객운송(수도권철도, 도시고속철도,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관장한다.

33) 런던의 ‘Greater London Authority’ 역시 런던시(City of London)를 포함한 33개의 자

치체가 연합하여 ‘런던교통(Transport for London)’을 운영하고 있다(Paumier et Rabardel

2007, 34).

34) STIF에 대해선 이미 몇몇 국내문헌(강상욱 외 2008)에서 언급되고 있어, 여기에서는 요점만

정리하였다.

35) 행정구역 상 파리는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게 ‘도(département)’와 대등한 행정구역으로 취급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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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의 2013년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노선증설과 서비스 확대’, ‘편리한 이동을

위한 혁신’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이처럼 STIF의 사업은 인프라시설의 투

자, 시설운영, 환경정책, 요금정책, 환승정책 등 교통정책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STIF의 권한은 대중여객사업에 한정되어 택시, 고속도로, 승용차, 도로, 주차, 이륜

전동기, 자전거, 보행, 상업운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STIF의 2013년 주요 사업 >>

■ 노선증설과 서비스 확대

 ▸ 트램 두 개의 신노선 개설(2013년). 

 ▸ 지하철 4호선 노선 연장(2013년 3월).

 ▸ 250여개의 버스노선 개선

 ▸ 도심고속철도(RER) B노선 출퇴근시간 차량운행횟수 추가.

■ 편리한 이동을 위한 혁신

 ▸ 버스 대기오염감축 계획안 진행(2016년까지 대기오염가스배출 50% 감축)

 ▸ 정기권(Navigo) 구역자유화 기간 확대(7월 중순-8월 중순). 카드충전소 확대(은행 현금출납기).

 ▸ 여객 안락증진: 보아(boa)타입 선로 교체구간 확대로 편안함 증대. 

 ▸ 여행정보제공과 환승제도 개선: 역사 개보수 현대화. 여행정보안내판의 정보 증설, 차량 도착 실

시간 정보 제공.

출처: STIF(2014)

<표 4-9> STIF의 2013년 주요 사업

STIF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다른 한편으로는 여객운송 사업체와 연동하여 사업을 진

행하는데, 먼저 중앙정부 국토관련 기관과는 대형사회간접시설계획이나 교통네트워크 발전

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조직한다. 또한, 최근 정부 주요사업인 드골공

항고속철도(CDG Express)사업, 그랜드파리 대중교통노선36)사업에서 STIF가 배제되는

등 정부사업과의 긴장도 존재한다.

또한, 사업체로는 공기업인 파리교통공사(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와 프랑스철도공사(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SNCF)가 지역교통서비스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90여개의 민간기업

들이 결합한 민간버스운송사업연합(OPTILE)37)이 참여하고 있다(Paumier et

Rabardel 2007, 15).

36) 그랜드파리 계획‘Projet de Grand Paris’에 따라 파리의 행정구역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거리외각(petite couronne)에 위치한 세 개의 주변 데파르트망(그림 1에서 A,B,C)과 원거리

외각(grande couronne)에 위치한 다섯 개의 코뮌을 포함하여 ‘그랜드파리 메트로폴

(métropole du Grand Paris, MGP)’로 확장된다.

37) 주로 버스사업을 담당하며, RATP와 SNCF 구간을 제외한 파리 원거리외각 교통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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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STIF의 로고

STIF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철(metro), 도시고속전철(RER), 도시외각전철

(Transilian), 트램(Tramway), 고속트램(Tram express), 버스 등 다양한 대중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14> 일드프랑스지역 여객운송 현황

자료: 위키피디아–Transports en commune en Ile-de-France

1) STIF의 이사회는 왜 지자체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가?

STIF 대표는 광역도의회 의장 혹은 그가 지명한 광역도의회 의원이 맡으며, 29명의 이

사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그 운영을 책임진다(décret n°2005-664, art.4). 이사회는 전

반적으로 구성에 있어, 사업체나 중앙정부 혹은 교통관련 공무원보다는 지자체 정부, 즉

지방의회 의원이 29명 중 27명38)을 차지하여 선출직 의원들이 운영에 중심이 되고 있

다. 이는 교통담당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교통본부나, 사업자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런던의 광역교통기구(Transport for London, TFL)와도 차이를 보인다.

38) 자치단체조합 대표 역시 시장이나 의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재로는 28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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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STIF의 사업자별 일드프랑스 여객운송 현황(STIF 2011, 5)

우선, 이는 일드프랑스 지자체가 대중교통이용 조건이 거주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

를 지닌다고 인식하고 거주자의 ‘교통권(droit au transport)’을 보장하기 위해 중심에

위치한다는 의미이다(Paumier et Rabardel 2007, 25). 교통권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권리이지만,39) 프랑스에서는 이미 1982년 교통기본법(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LOTI)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품질, 요금,

시간 등 적당한 이용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코뮌)는 도시교통, 도(데파르트망)는 도시 간의 교통 연결, 광역도(레지옹)는 지

역 내 교통을 담당할 임무를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책임

을 지며, 지방의원들 중심으로 STIF의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둘째는 교통조합의 실재적인 기능이나 역할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교통조합의 운영에

있어 지자체에 대한 종속성이 높고, 조합의 기능이 지자체 간의 조율이 중심이 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 사업집행의 담당자인 교통담당공무원이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런던처럼 교통사업의 운영이 민간사업체 중심일 경우, 사업체나 전문가들이 교통(안

전)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반면, 지자체에 대한 독립성이 높고 공공사업체가 중

심일 경우, 교통조합의 운영은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독자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을 요구하

기 때문에 지자체 위원들이 주요한 위치에 놓이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9)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통권’을 언급하고 있는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교통기

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014년 9월 29일에도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교통기본법안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경북일보 20140930 ‘이철우 의원, 교통기본법안제정안

대표발의’). 다만, 현재는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와 제4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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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는 아래 표와 같이 총 29명으로 광역도의회(15명), 파리시의회(5명), 도의회(7

명), 지자체조합장모임40)(1명), 지역상공회의소(1명), 대중교통자문위원회(1명, 의결권

없음)로 구성된다. 2005년 이전엔 정부 17명, 광역도 5명, 파리 5명, 데파르트망 7명

(총 34명)이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이사회에 정부 대표가 제외되면서 광역도 의회

대표가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지자체조합장 모임과 상공회의소가 새롭게 참가하면

서 현재와 같이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1년에 8회 정도 회의가 소집되며 전문

위원회에서 준비된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조합집행부(bureau du Conseil)를 구성한다. 조합집행부는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며, 총 12명으로 조합장, 4명의 부조합장(일드프랑스, 파리, 근거리외각(petite

couronne), 원거리외각(grande couronne) 각 1명), 5개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상공

회의소대표와 지자체조합장모임대표로 구성된다.

구분 의석수(총 29+1) 기타

광역도의회 15 선거결과에 따른 정당배분

파리시 의회 5 선거결과에 따른 정당배분

7개 도의회 7 도의회 당 1명

지자체조합장모임 1 일드프랑스 지자체조합대표들이 내부 선출 

지역상공회의소 1 광역도 상공회의소 소장

대중교통자문위원회 1 결정권 없음. 

<표 4-10> STIF 이사회 구성

전문위원회(commissions techniques)는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의견개진을 위해 이

사회임원과 STIF 직원 간 구성되는 모임이다. 전문위원회는 프로젝트계약진행·투자위원

회, 운임·경제위원회, 운송서비스위원회, 서비스품질위원회, 대중화위원회 등 다섯 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들은 대중교통자문위원회(CPTP)에도 동

시에 전달되며, 실제로는 CPTP 위원들은 각 전문위원회에 참가한다. STIF의 실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STIF는 인원 344명

(2014년)을 고용하고 있다.

40) Les président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d’Ile-de-France. 일드프랑스 지자체조합장들의 모임. 2014년 1월 1일 현재, 독립예산을 지닌

자치단체조합(EPCI)이 프랑스 전역에는 2145개, 일드프랑스에는 113개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지자체조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자체조합이 상당히 많은

종류와 사업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빈번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h ttp: //www.i le-de-france.gouv. fr/gdparis/Schema-regional-de-cooperat ion-interco

mmunale). (검색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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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중여객운송교통 중심의 조직기구이지만, 이후 상업운송, 주차, 이륜차, 도보,

신호체계 등 도심이동 전체를 총괄하는 ‘지속가능 이동에 대한 공공서비스’ 조직기구로 개

편이 제시된 상황이다(Paumier et Rabardel 2007, 37).

3) STIF의 독자적인 교통부담금 징수가 기구의 독립성 보장

STIF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교통부담금(versement transport, VT)이라는 독자적인

세금을 징수하여 재정의 주요부분을 충당한다는 점이다. 1973년부터 시행한 독립적인 예

산확보방안은 STIF가 다른 나라들의 광역교통기구와는 달리 지방단체에 종속되지 않고 독

자적인 사업결정과 집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조건이다. 그리하여 STIF의 예산은 공공대중

교통의 요금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요금에 따른 예산은 교통공사(RATP, SNCF)

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다. 사업체의 예산에 따라 STIF가 교통공사에 제공하는 지원금

을 결정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도권교통본부의 예산을 참여 지자체가 분담하고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41)을 징수하는 체계와 다른 점이다.

교통부담금은 교통운영지역내 존재하는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민간·공공)이 납부하는

부담금이다(지방자치법CGCT L. 2531-3). 이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징수

되는 한국의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라 부담률을 정하고 이를 10

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부담률은 인구밀도에 따라,

일드프랑스지역은 1.4%-2.6%이며 파리에 경우 2.6%이다. 일드프랑스는 2014년 총

34억 2400만 유로(약 4조)를 부과하였다. 이 재정이 2014년 일드프랑스에서 사용된

전체 교통예산의 38.1%를 차지한다(STIF 2014).

1970년대 파리지역에서 처음 생겨난 교통부담금은 1973년 3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1999년에는 1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된다. 특히 1975년부터 1982년까지

교통부담금은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징수되었는데 당시 이 세금은 도심교통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교통자치단체조합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41) 한국의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은 1990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부과대

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및

구축물이다. 부담금은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즉 버스전용차로설치, 버스차량대폐자 지원, 버스운행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등의 재원으로 사

용되며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2011년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

발부담금액은 총 872억원(미징수액 28억원 포함)에 불과 2008년 교통혼잡비용이 7조 2천억원

이었음을 감안할 때 부과약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h t tp : / / i n ews .s eou l .go . k r /hsn /prog ram/a r t i c l e / a r t i c l eDe ta i l . j sp?boa rd ID=18112 2

&category1=NC1&category2=NC1_2 검색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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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일드프랑스 지역의 대중여객운송 재정 개괄

출처: STIF 2014

4) 승객 및 이용자의 참여

STIF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승객 및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예방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 노선협의회(Comité de ligne): 2007년 STIF가 설립하였다. 이용자나 승객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노선에 대해 교통 서비스 질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STIF의 이사 중 1인이 대표가 되어 이용자대표, 지역의원, 사업자로 구성되는 의

견교환모임이다. 2013년에 7개의 노선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STIF

2014,7).

▸ 경험리턴모임(retours d’expérience):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를 경험한 승객들

의 증언들은 기록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대

처와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해결책들을 매뉴얼화하는 계기가 된다.

▸ 이용자단체와의 관계: STIF는 노선협의회나 협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단체와 일상

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3년에는 9개의 이용자 모임과 11차례 모임을 가졌

다(STIF 2014, 8). 이용자모임과의 관계는 결과를 맺기도 하는데, 가령 ‘AUT

Ile-de-France’는 STIF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의 증언(Témoins de

ligne)’42)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경험이나 지적 혹은 제안을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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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 계약은 STIF와 RATP, AUT 간에 맺은 의정서에 준해 진행된다.

▸ 여행자상담센터(pôle Relation Voyageurs)를 두고 이용자들이 전화, 인터넷,

우편이나 서면으로 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다. 2013년에는 내용으로 요

금문의(24%), 배차주기(17%), 서비스제공(13%), 여행정보(6%), 근린서비스

(6%)를 차지하였다(STIF 2014, 8).

5) 한국 수도권교통본부와 프랑스 일드프랑스교통조합 간의 비교

우리나라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수도권교통조합이라 할 수 있

는 ‘수도권교통본부(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가 존재한다. 이는 지

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위해 규약을 정해 지방

의회의 의결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법 159조에 의해

규정된다. 이는 한시적 협의체인 지방단체협의회와 달리, 조합 형태의 상설기구이며 독립

된 법인이다.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수도권 자

치단체간 교통정책의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 제거,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수도권 간

선급행버스(BRT)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교통본부와 STIF의 차이는 우선 재정 운용에 있다. 수도권교통본부의 예산은 서

울, 경기, 인천 간의 5:5:3 비율의 분담금으로 충당되어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한승준 2006, 266), STIF는 재원의 40% 가량을 교통부담금을 통해 확충하여 지

방정부에 대한 독립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집행으로 이어진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의회의 반대가 있을 시 사업집행이 어려운 반면, STIF는 지방의회의 결정과는 무관하

게 사업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구성에 있어서도, STIF는 광역도의회 의장이 조합장을 맡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성에

중심이 되는 반면에, 수도권교통본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학자들이 중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된 조합회의 위원에는 서울특별시 5인, 경기도 5인, 인천광

역시 3인, 국토교통부 2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당연직으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담당국장과 시·도별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관련 상임위 소속 각 시·도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 교통관련전문가, 시·도지사 추천 교통관련 전문가(교수, 연구기관연구원, 시민

단체 등)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수도권교통본부는 협의·조정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면,

STIF는 정책결정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2) 배차시간엄수, 여행자정보, 청결/청소상태, 분위기/안내/안전, 접근편리성, 차표구매/승차 등 6

개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달 결산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www.aut-idf.org/Les-temoins-de-ligne-RATP).



- 151 -

다. 대중교통자문위원회(CPTP)

대중교통관리에 있어서, 승객이나 노조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참여는

STIF의 자문기관인 ‘대중교통자문위원회(comité des partenaires du transport

public, 이하 CPTP)’를 통해 이뤄진다. 이 기관의 설치와 구성은 1959년 대통령령에

따른 ‘일드프랑스지역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으로 규정된다(부록 참조).43)

STIF 조합장은 운임정책방향과 지역운송체계발전의 진로 등 여객운송서비스제공이나 품질

개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CPTP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제1조). CPTP는 해당 영

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성원 다수의 발의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조). 이 의견은

STIF 조합장을 통해 조합이사회에 제출된다.

CPTP는 노조, 사용자단체, 이용자단체, 기초자치단체(코뮌)의 대표로 아래 표와 같이

총 24명으로 구성되고(제3조), 위원들은 3년의 임기로 선임되고 두 번에 걸쳐 재임(총 9

년)이 가능하다. 위원은 해당 단체에서 제안하고 일드프랑스-파리 지사가 임명한다.

단체구분
배정의석

(총 24석)
추천기관 배분현황

노조 7명 대표노조 지역연맹
CGT 2인, FO, CFDT, CFTC, UNSA, 

CFE-CGC 각 1인.

사용자단체 5명
지역사용자단체 3인

중소기업총연맹(CGPME)·프랑스기업운동

(MEDEF)·자영업연맹(UPA) 각 1명

지역상공회의소 2인

이용자단체 5명

이용자단체 4명

소비자연맹(UFC-Que Choisir), 시각장애인사

회증진연합(CFPSAA), 전국여객운송이용자단

체연합(FNAUT), 레오 라그랑쥐(Léo 

Lagrange)연맹(ALLDC) 각 1인

전국소비위원회(CN

C)44) 추천단체 1명
프랑스가족연맹(Familles de France) 1인

투자기초자체

단체(코뮌)
7명

기초자치단체 시장모임 4명

기초의회 교통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 3명

<표 4-11>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총 24석의 의석 중 노조가 7석, 사용자단체가 5석을 차

지하여 동수제도가 아닌데, 이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의석 조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기도

한다.45)

43) Décret n°2009-62 du 16 janvier 2009 relatif au comité des partenaires du

transport public en Ile-de-France

44) Conseil national de la consommation.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동수로 구성된

소비문제에 대한 정부자문기관.

45) Commission d’enquête relative aux modalités, et à l’impact sur

l’environnement du projet de rénovation du réseau express ré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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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의 대표는 STIF 이사회에 결정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그 외 CPTP는 STIF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자문위원이 STIF의 모든 전문위원

회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내용에 개입한다. 둘째, CPTP는 매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진행될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이사회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CPTP의 한계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일드프랑스 고속전철 개

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6)

첫째, CPTP의 위원장과 STIF 이사회 파견자가 1년 6개월마다 교체되어 연속성에 문

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CPTP가 주요 사업체인 SNCF나 RATP와 직접적인 소통 통로를 갖지 못한 것이

CPTP 역할의 한계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셋째, CPTP가 ‘노선협의회’ 같은 STIF 이용자 모임과도 연관성이 없이 운영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라. 사업체와 노조의 참여: 파리교통공사(RATP)

프랑스의 교통사업은 민간과 공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준공영제의 성격을 지니지만, 공

기업인 프랑스철도공사(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가 90%이상의 교통공급을 담당하

여 공영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RATP는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의 교통을 담당하는

사업체로, 해당지역의 지하철, 교외전철, 트램, 버스, 공항버스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그

룹이다. SNCF와 함께 대표적인 상공업부문 공공기관(EPIC)으로 중앙정부의 환경·지속가

능발전·에너지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2010년 파리교통공사는 4만 3천여 명이 근무하며,

버스에 14815명, 유지 및 관리에 11222명, 지하철에 9539명 순이다. RATP와 SNCF

의 운영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노동자들이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RATP

에는 아래 표와 같이 노동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는 SNCF 역시 유

사하다.47)

d’Ile-de-france, Séance du 19 janvier 2012.

http://2007-2012.nosdeputes.fr/seance/5851#inter_d310373e6c2f9505e8b616a

cf3535258 (검색일: 20150211)

46) Commission d’enquête relative aux modalités, et à l’impact sur

l’environnement du projet de rénovation du réseau express régional

d’Ile-de-france, Séance du 19 janvier 2012.

http://2007-2012.nosdeputes.fr/seance/5851#inter_d310373e6c2f9505e8b616a

cf3535258 (검색일: 20150211)

47) http://www.cgt-ratp.fr/irp.asp?rub=28&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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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성격 및 역할 구성

공사노사협의회(CRE)
복지사업운영,

협의 및 자문

임기 4년, 노조대표 24인으로 구성, 사업장 직

업선거의 집계로 선출(명부비례).

사업장노사협의회(CDEP)/

안전보건근로조건위원회

(CHSCT)

협의 및 자문/감독 및 

운영

총 10 CDEP와 16 CHSCT가 존재. 임기 4년, 

규모는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규정. 직업선거로 선출(명부비례).

고충처리위원(DP)/징계위

원회(CD)/업적심사위원회

(CC)

심사 및 결정

DP는 7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임기 4년, 규모는 시행령으로 근로자수에 비례

하여 규정. 직업선거로 선출(명부비례).

공제조합이사회(CP)/사회

보장기금이사회(CCAS)

의료·산재보험관리 및 

운영

노사동수 총 20명 구성. 10명 운영진 선임, 10

명 노동자 선임(8명 현역, 2명 퇴직).

퇴직기금이사회(CRP) 기금관리 및 운영
노사동수 총 22명, 11명 노동자선임(9명 현역

일반직, 1명 간부직, 1명 퇴직자)

총이사회(CA) 그룹 운영
총 27명, 정부대표, 노동자대표, 전문가 각 

1/3씩 구성.

<표 4-12> RATP의 노동자참여기관(IRP)

노동자참여기관 혹은 노동자대표기관(Instance représentative du personnel)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노동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노사협의기관인 노사협의

회, 안전·보건·근로조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이 설치되어 있고, ② 공사는 직업의 특수성

에 따른 특별사회보장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공제조합, 사회보장기금, 퇴직기금

의 이사회가 존재하며, ③ 그룹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그룹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SNCF와 RATP 같은 교통공사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노조의 개입은 두 가지 형태로 진

행된다. 하나는 이사회를 통한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보건근로조건위원회(CHSCT)

를 통한 참여이다.

1) 파리교통공사의 이사회와 노조참여

먼저, SNCF(노조 6석 / 총 18석)나 RATP(노조 9석 / 총 27석)의 이사회에는 노조

가 참가하고 있다. RATP의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는 5년의 임기를 가진

총 27명의 이사들로, 노·정·민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한다는 ‘3분의 원칙(trois tiers)’

에 따라 구성된다. 첫째는 정부대표 9명(재정, 교통, 항공, 파리시, 일-드-프랑스도청),

둘째는 노동자대표 9명, 셋째는 전문가집단 9명(교통사업 2인, 사회경제사업 3인, 이용

자단체 2인, 일드프랑스 선거구 상·하원의원 2인)으로 구성된다.48) 그 중 노동자대표 9

명의 의석은 대표선출을 위한 명부비례선거를 치루어 그 결과를 평균다수비례대표제에 따

라 참여 노조들에게 배분된다. 현재는 2014년 6월 선거결과에 따라 구성된

48) http://www.ratp.fr/fr/ratp/r_6150/structure-et-gou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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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9년 임기 위원은 CGT 4인, UNSA 2인, FO 1인, SUD 1인, CFE-CGC 1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49)

교섭은 일반적으로 RATP가 주도하는 ‘도시여객공공운송(réseaux de transports

publics urbains de voyageurs)’산별에서 진행되며, 도시여객운송전국동수협의회

(commission paritaire nationale des transports urbains de voyageurs)를

두어 산별협약 전반을 관리한다. 물론 산별협약의 내용이 기업 혹은 사업장 수준에서 변경

될 여지는 있으나, 산별교섭 자체를 해당 산별의 핵심을 차지하는 RATP가 주도함에 따라

기업 혹은 사업장 수준에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안전·보건·근로조건위원회

안전보건근로조건위원회(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CHSCT)50)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인 노사기구로서 사업장근로

자와 파견근로자들의 안전과 정신·육체 건강 보호와 근로조건의 증진(특히, 여성 근로권,

출산관련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과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한다(노동법전

L4611-1에서 L4614-16).

이 기구는 기업대표나 그 위임자에 의해 운영되며, 근로자위원과 전문자문위원51)을 둔

다. 근로자위원은 기업의 모든 선출위원(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위원)이 선정한다. 규

정 상 임기는 2년52)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다른 직책과 겸임이 가능하다(R4613-5). 대

표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이들은 고충처리위원이나 노사협의회위원과 동일하게 해

고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1년에 3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모든 회의를 해당 근로감독관에

사전통지하고, 근로감독관은 참가할 수 있다

49) SNCF 역시 유사한데, 총 18명의 이사 중 정부 7명, 전문가(화물, 여객, 교통, 지역분야 2인)

5명, 노조 6명(CGT3, SUD1, UNSA1, CFDT1)이 참여하고 있다.

50)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업무를 종업원대표가 맡아 진행한다.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

장에서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1) 전문자문위원로 근로전문의사(médecin du travail), 안전·근로조건 책임자 혹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52) 임기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RATP의 경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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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위원 수 규모 전임시간53)(위원 당, 월)

199인 이하 3명(관리직 1명 포함)
99인 이하 2

100-299인까지 5

200-499인까지 4명(관리직 1명) 300-499인까지 10 

500-1499인까지 6명(관리직 2명) 500-1499인까지 15

1500인 이상 9명(관리직 3명) 1500인 이상 20

<표 4-13> CHSCT의 구성(R4613-1)과 위원의 전임시간(L4614-3)

  

RATP에는 사업장별로 총 16개의 CHSCT가 존재한다.

마. 프랑스 교통과 안전의제

일드프랑스지역 교통에서 안전문제는 STIF에서 관리하고, 매년 CPTP의 자문을 거쳐

계획으로 입안된다. 2013년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STIF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의제는

첫째, 안전장치설치와 둘째, 안전인력충원 사업으로 두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aumier et Rabardel 2007, 25).

▸ 안전장치설치

- 파리교통공사(RATP) 노선: CCTV, 알람, 인터폰 설치.

- 프랑스철도(SNCF) 노선: STIF, 일드프랑스 광역도, SNCF가 1/3씩 비용을 분담

하는 재정협약(각 2665만 유로)에 따라 CCTV 확대설치.

- 일드프랑스교통사업연합(OPTILE) 노선: 1/3 이상의 차고에 위치인식장치와 CCTV

설치. 이를 위해 STIF가 일드프랑스와 공동재정지원 함. 2400만 유로를 지원하

여, 3100이상의 차량에 위치인식장치 설치와 3600 이상의 차량에 CCTV설치.

▸ 안전인력충원: 계약을 통한 STIF의 부담 하에 채용

- SNCF: 720명 철도청원경찰(SUGE) SNCF 역과 열차 내 배치. 광역철도 안전지

원센터(COAST) 1000명 검사관, 50명 기능사 배치. 도심고속철도(RER) 내

1200명의 경비원, 126명의 안전요원(agent de médiation) 배치.

- 민간사업체 구간: STIF는 400명의 안전요원과 40명의 관리직을 운영하기 위해 매

53) 위원의 전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지불하며, 회의시간, 중대근로사고나 중대위험을 지닌

반복된 사건, 직업병 조사, 경고권이 발동된 문제나 심각하고 긴급한 사고에 대한 예방연구, 교육

시간 등과 같은 활동도 또한, 근로시간으로 간부하고 지불하며 전임시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L4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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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35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 또한, 검사관, 운전기사 교육 지원하기로 함.

▸ 노선안전보호전담반(GPSR, groupement de protection et de sécurité des

réseaux): RATP와 SNCF는 범죄와 안전 예방 및 대처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무

장한 경호요원이 1994년부터 조직되어 2013년에 1100명 95개 팀이 설치 운영

하고 있다(RATP 2013, 67). 전담반은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며, 중앙통제실과

9곳의 상황통제실(PC securité), 현장요원을 갖추고 있다. 3만개의 CCTV를 통

해 10분내 현장출동(2013년 85% 달성)이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있다.

바. 결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프랑스에서는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망라하는 독자적인 안전

관리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에 각각의 출연기관 내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안전관리가 논의되는 구조이다. 그리하여 안전문제뿐

만 아니라 지자체 출연기관의 운영 자체에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이

다.

특히, 교통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거버넌스가 광역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를 담당하는 교통조합은 지자체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노·사단체와 이

용자단체는 자문기관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이사회, 전문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영

향력을 행사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수도권 교통을 담당하는 일드프랑스교통조합

(STIF)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기관을 통한 교통(안전) 거버넌스 참여이다.

교통(안전) 거버넌스는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와는 독립적으로 광역도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STIF의 운영에 있어 사업자나 전문가 혹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의원들이 이사회에 중심이 된다. 또한, 교통부담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을 대표

하여 지역상공회소 대표도 여기에 참여한다. 한편, 노·사나 이용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자문기관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조합 운영 전반에 자

문 역할로 참여한다. 이는 광역교통 시설의 설치나 관리 등에 있어 환경단체나 이용자, 지

역, 업계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갈등이 첨예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수

도권교통본부 같은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의결 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고려함에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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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영사업체 운영에 노조 참여이다.

일드프랑스 지역 교통운송체계는 민간·공공이 함께 구성하는 준공영제로 우리나라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파리교통공사(RATP)와 프랑스철도공

사(SNCF)가 교통공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영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영사업체의 운영에서 이사회를 정부·노조·민간(전문가)이 3분의 1씩 구

성하는 모습은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고려할 때, 지자체

의 교통(안전) 거버넌스는 이미 노조와 민간단체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영사업체

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안전을 포함한 교통(안전) 거버넌스에 노사, 이용자단체 및 승객의 참여 보장이

다.

교통(안전) 거버넌스,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 노조, 이용자단체 및 승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다. 교통조합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자문위원회에 노·사와 이용자단체들

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잦은 노선에 대한 노선협의회나 주요 사건·사

고에 대한 경험리턴모임에서처럼 구체적인 현장과 사건을 매개로 한 이용자단체와의 상시

적인 만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이것

이 하나의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안전이라는 의제로 현장이나 이용자들

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채널과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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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일드프랑스지역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09-62 du 16 janvier 2009 relatif au comité des partenaires du transport public en 

Ile-de-France)

총리는 생태·에너지·지속가능발전·국토개발부 장관, 내무부 장관, 고용·산업·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

관에 대해, 1959년 1월 7일 n°59-151 일드프랑스 여객운송기관 관련 개정 대통령령, 특히 제2조 1

항에 따라, 1959년 1월 7일 n°59-157 일드프랑스 여객운송기관 관련 개정시행령에 따라, 2005년 6

월 10일 n°2005-664 일드프랑스 교통조합(STIF)의 지위, 일드프랑스 여객운송단체 관련 조치를 개

정한 시행령에 따라, 령을 내린다.

 

제 1 조

일드프랑스 대중교통자문위원회(CPTP)는 지역교통체계개선과 요금정책의 방향 등 STIF가 관장하는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과 품질개선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STIF 조합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 2 조

일드프랑스 대중교통자문위원회는 의견개진요청에 대해 1개월 내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원 과반수에 의해, 권한 내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TIF 조합장

은 위원회의 의견을 조합이사회에 전달한다.

 

제 3 조 

일드프랑스 대중교통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노동조합 명의로, 대표노조 지역연맹의 제안에 따라 임명된 7인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단체와 자문기관 명의로, 대표사용자단체 소속 지역연맹 제안에 따라 임명된 3인과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회 제안에 따라 임명된 2인의 대표를 포함한 5인의 대표;

  - 대중교통 이용자 명의로, 4인의 이용자단체 대표와 전국소비자위원회가 제안한 소비자단체 대

표 1인;

  - 일드프랑스 여객운송서비스의 재정조달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명의로, 일드프랑스 기초단체장

연합의 제안에 따라 임명된 4인과 대중교통 책임당국의 제안에 따라 일드프랑스 교통 기관에 의해 

기관 내 위원회 임원중에서 임명된 3인을 포함하여, 일드프랑스 코뮌이나 코뮌연합 대표 7인. 

제 4 조

위원회 위원은 일드프랑스-파리 지사(préfet de Paris et Ile-de-France) 령으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두 번의 재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권한도 상실한다. 공석 발

생시,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제한한다. 

 

제 5 조

위원회 위원들은 여객운송 담당 장관의 감독 하에 있는 기관이나 일드프랑스 운송회사 혹은 그들의 

그룹 내에서, 장관에 대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제 6 조

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임기 중 활동 중이나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된 정보나 사실, 문서에 대한 기밀

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 위원장은 내부에서 위원에 의해 선출된다. 위원장의 부재나 탄핵시 최고연장자가 회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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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의견은 다수의 찬성으로 제출된다.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재결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내부 

규칙을 채택한다.

 

제 8 조

위원회는 의사일정을 규정한 공고를 통해 적어도 1년에 두 번 소집된다. 13인이 참가해야만 유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정족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10일내 다시 소집되며, 이후에는 참석자의 과

반수에 따라 의사결정한다.  

제 9 조

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위원 중 1인을 STIF 이사회에 자문 자격으로 참여할 위원을 선출한

다.  

제 10 조

STIF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국을 보장한다. 

 

제 11 조

2001년 10월 25일 대중교통자문위원회관련 시행령 제2001-993호에 따라 폐지한다.

 

제 12 조

국무부 장관, 생태·에너지·지속가능발전과 국토개발 장관, 내무부 장관, 고용·산업·경제부 장관, 재정

부 장관, 교통운송담당 정무차관은 자신의 분야에서 본 법령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2009 1월 16일 파리.

프랑수아 피용 수상

생태·에너지·지속가능발전·국토개발부 장관

내무부 장관

고용·산업·경제부 장관

재정부 장관

교통운송 담당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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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세계 주요 지자체 광역교통관리체계와 노조 참여

도시 아테네 런던 마드리드
파리/

일드프랑스
로마

뉴욕/

뉴욕주

크기(㎢) 38.91 1 572 605.77
105.40

12 011
1307.7

1 214.4

141 205

인구(명) 799 979 7 753 600 3 255 944

2 240 621

(2012)

11 898 

502

(2012)

2 724 347

8 405 837

(2013)

19 746 227

(2014)

경영참여 Y N Y Y N Y

결정과정 Y N N Y N N

자문역할 Y N Y Y N Y

내용

노조가 도

시교통본부

(OASA) 이

사회에 이

사로 참가.

노조참여없

음. 다만 감

독이나 교

섭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

사.

교통노조연

맹(UGT)이 

교통컨소시

움 이사회

에 자문 역

할로 참가.

노조가 사

업체 이사

회에 이사

로 참가. 교

통조합 자

문 기 관 에 

참가.

노조가 참

여하는 거

버 넌 스 는 

없음. 다만, 

교섭과정에

서 영향력 

행사.

노조가 광역

교 통 기 구

(MTA) 이사

회에 자문역

할로 참가.

출처: 위키피디아(크기와 인구); MTA 홈페이지(www.mta.info)(뉴욕); OESOS 2015 등을 참조하여

구성함)

<표 4-14> 세계 주요 도시 교통관리체계와 노조참여

  

■ 아테네의 도시교통본부(OASA, Tranport for Athens)

아테네 도시는 도시운영에 있어 노조 참여의 폭이 넓다. 전통적으로 아테네 노조센터(EKA, Εργατικ

ό Κέντρο Αθηνών, Centre of Athens Labor Unions)가 지방정부 운영에 자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아테네 지방정부에는 소셜파트너위원회(Council of Social Partners)라는 자문기관이 있어 여기에 노

사가 참가하여 지방정부 운영 전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특히 수도권 교통관리는 정부기구인 아테네교통본부(OASA)에 의해 운영되는데, 본부 이사회의 7명

의 이사 중 1명의 이사를 노조에서 추천하여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OESOS 2015; 

http://www.oasa.gr/content.php?id=dd 검색일 20150213).

■ 뉴욕의 광역교통기구(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뉴욕의 광역교통기구인 MTA의 이사회는 2015년 현재 2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뉴욕주지

사에 의해 임명된다. 주지사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을 지명하고, 뉴욕시장이 추천한 4명, 각 

county에서 추천한 1명(총 7명, 4표)54), 투표권이 없는  시민자문위원회의 3명과 노조위원 3명로 구

성된다(http://web.mta.info/mta/leadership/ 검색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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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안전 거버넌스의 의의 및 필요성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 출발점은 서울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 시작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 및 대응에 있어 ‘징벌주의’에서 ‘원인규명 위주’로의 안전 패러다임과 함께 ‘고

신뢰 조직’ 구현이 요구된다. 고신뢰 조직은 과거 테크놀로지 중심의 전통적 안전 패러다

임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

더십, 둘째, 유인원 및 물량의 존재(redundancy), 셋째, 권위의 분권화, 넷째, 시행착

오를 통한 조직학습 등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참여협력

적 노사관계의 토대는 기관(기업)차원의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에서 시작한다. 의사결정

참가는 산업민주주의 차원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란 이름으로 오랜 전부터 국내외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 경영참가는 작업장에서 노동자 소외(疏外)를 막고 노동자

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논지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노동자의 의사

결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

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업장 전반의 ‘안전’ 문제를 다룰 노사안전위원회(협의회)는 존

재하지 않는다.5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

는 조직으로 그 역할을 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심의의결사항과 심의사

항은 <표 5-1>과 같다.

54) 7개의 county는 Nassau, Suffolk, Westchester, Dutchess, Orange, Rockland,

Putnam이다. 그 중 뒤의 4개 county는 하나의 집단투표권으로 인정된다.

55) 우리나라 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지하철 노사는 2014년 7월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를 계

기로 열차사고 관련 안전대책 수립·이행에 대해서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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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43조)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자 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16조)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의2)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표 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서울메트로는 2014년 말부터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

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요구한 사항을 경영측이 수용함으로써 이

뤄낸 성과였다. 지하철 노사가 “노사공동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국한되었던 노사의 관심사를 지하철 안전 전반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는 노사간 임의기구이며, 동 위원회 참가

구성이 기관 노사로 한정되어, 지하철 안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용자(시

민)와 외부전문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기관 내 ‘노사 안전위원회’와는 조직 위상과 참여 주체가 다른 안전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버넌스의 공간적 범위는 기관을 뛰

어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며, 참여 주체는 노사를 포함한 이용자, 안전 전문가, 시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이 거버넌스 모델(가칭,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인 시민과의 의사소통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과거의 강압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집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전략 중 하나가 거버넌스

(governance)이다. 이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주목하

고자 하는 것은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분류되는 정책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공식적 비공식적 민관 상호작용과 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측면

에서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재원·소순

창, 2005). 전통적으로 위험을 다루는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의 태도는 일반시민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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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위험(안전)에 대한 의사소통을 정부와 시민과의 대화로 이해하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정보제공으로 인식한 경향이 컸다. 이럴 경우 시민들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의사결

정과정의 밖에 있다”고 느낀다. 정부와 정책당국자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의 안전(위험)에 대한 반응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무시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

나야 한다. 관련 이해관계자들, 특히 일반시민의 이해에 반응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질(質)

을 향상시키며 신뢰를 구축하는데 긴요함을 자각하며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안전에 있어서 지역적·사회적·인구적 취약성(vulnerablity)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재열, 2009). 교통 안전에 있어 주목할 점은 인구적 취약성인데, 인구적

취약성은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의 측면에서 취약한(소외된) 인구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앞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노인 등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또는 기관)가 안전대책을

세울 때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56)

둘째, 서울시 담당 부서(예/도시철도관리팀)의 참여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은 민간

기업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 및 인력 운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 지하철

공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신뢰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운영 방침을 확정했다고

해도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하철공사에서 안전 문제를 둘

러싼 노사 대립은 안전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 문제를 둘러싸고 왕왕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한 전동차

의 운영 문제 그리고 정비업체 외주화 등의 본질은 재원 문제였다. 노사간 합의도 쉽지 않

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었다.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서울

시와 중앙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건은 서울 지하철 안전 문제에 커다란 충

격으로 다가왔고, 지난 1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노후 전동차 등 지하철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디딤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9일 발표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통해 서울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총 투자 규모를 2014∼2022년까지 35개 사업, 총 1조 8,849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중 서울시·양공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규모는 1조

6,819억 원이었고, 금번 개선방안 실행을 위해 추가 투자하는 규모는 2,030억 원이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약 2,000억 원의 안전예산은 확보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중요

한 점은 서울시가 양공사의 경영진,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일상적으로 안전 문

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거나 취약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56) 우리나라가 2008년에 체결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책 마련

의무화’, ‘장애인보호를 위한 차별없는 편의 보호수단 제공 및 재난사고 대응훈련의 국가적 의무 규

정’을 명시하면서, 국가의 장애인 재난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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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지하철 안전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

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민관협치의 통로가 될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역할과 요구이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이 민간부문노동조합과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운동 및 활동 방향이다. 공공부문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전사

회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자신의 동력으로 할 때 확고해짐을 의미한다(홍주환, 2001). 이

렇듯 공공부문노조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슈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전문제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지하철

노조는 2014년 임단협에서 지하철의 안전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조합은 “△전동차

현황에 맞는 검사주기 회복 및 검사체계 개선, △2호선 신호체계 개선 및 PSD(지하철 스

크린 도어) 전면 보완, △신증설 설비·장비 도입에 따른 안전인력 확보, △불필요한 TF

개선 등 현장 중심 조직개편, △안전운행 목표와 무관한 성과·실적 강요 체제 폐지”를 요

구하였다. 이는 지하철의 고객인 시민에 대한 안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며, 건강

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

구안57)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 예산 및 인력 증원은 노사만의 합의로 해소될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이용자인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지하철 안전이 중

요하지만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을 얼마만큼, 어느 순서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

다.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참여는 지하철 안전 문제에 있어 시민사회와 서울시를 연계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의 안전 노하우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정책노조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위험 요소 해소와 안전 확충을 위해 그

동안 사업장 노사에 한정되었던 논의 틀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의 틀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58)라 하고 그

역할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안전 문제에 관련된 민관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위험 평가·관리·소통의 전체적인 과정상에 협력적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문

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위상을 도표화하면

57) 동일한 요구 및 문제는 부산지하철에서도 발생하였는데, 부산지하철노조는 2014년 7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안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논의를 위해 “부산시, 교통공사, 지하철노조, 시

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하철 안전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58) 이용자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꼽을 수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로 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 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

결하는 기구이다.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등을 정하는 곳이니 국민건

강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한다고 보면 된다. 건정심은 노동자, 경영자, 시민단체가 포함된 가

입자 대표 8인과 의약계 대표 8인, 정부와 정부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대표 8인,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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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위상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직 위상을 갖는가? <그림 5-1>에서 보듯이 사

업장(기관)에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 결정하는 법적 의무기구

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가 있는데, 그 구성은 해당 기관 노사 당사자들이

다. 한편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4년 노사

협의회에서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하철 운영에

따른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노사간 정책협의 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동 기구의 구성은 지

하철 노사이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조건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들의 업종별

(예/ 지하철 등) 안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별로 해소할 수 없는 안전 문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동 위원회의 그

구성은 “지하철 양공사와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팀,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시민단

체(교통 전문단체 및 안전 취약 계층 대변)” 등이 구성원이 되며, 그 설치 및 운영은 조례

로 뒷받침된다. 기관별로 설치된 안전위원회59)와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조직간

연계 및 위상이 사전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나, 운영 과정에서 그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각 지하철공사 안전위원회는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에 안전 안건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59)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모두에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안

전위원회의 설치는 각 기관별 조건 및 노동조합의 역량과 관계된 것이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각 기관의 안전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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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역할 구성 법적 요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활동 
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관별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

- 지하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 활동 
노+사 임의기구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 출자출연기관 내 제반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활동

- 안전한 기관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노+사+

민+정 
서울시 조례

<표 5-2> 안전 관련 위원회의 역할 및 설치 근거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동 위원회의 활동이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활동을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간접적인 구속력을 강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한 시민들의 방청, 발언을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소수

의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아닌 시민사회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은 그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사업과 활동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합의를 통해 내적 실천력

을 담보해 내는 것이야말로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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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가. 들어가며

이번 장에서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

리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

고 그 편차도 크다는 데 있다. 현재 서울모델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에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만 빼면 인식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쟁점에 따라 인식의 편차

가 다르고 이런 점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를 2년 동안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요인

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를 밖으로

드러내 공식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여 안

전위원회 설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간에 의견을 객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내

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서울모델협의회 내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준비 TFT(이하 안전TFT)’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를 대상

으로 했다. 여기에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안전

TFT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노사 각 4명, 서울시 공무원 3명, 그리고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자 1명이다. 노동조합은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협의회(이하 서노협) 소속 서울지하철

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시설관리공단노조, 그리고 서노협 간사 등 4명이다. 경영진은 서

울시투자기관사용자협의회(이하 서사협) 소속 기관으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시

설관리공단, 그리고 서사협 간사 1명이다. 서울시는 공기업팀, 노사협력팀, 도시철도관리

팀으로 구성돼 있다. 공기업팀은 투자출연기관의 예산과 경영지침을 주관하는 부서의 자격

으로 참여하고 노사협력팀은 서울모델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참여한다. 도시철

도관리팀은 서울시 지하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부

문 이해관계자는 교통분야의 시민단체로 정했다. 교통분야 시민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현재

안전TFT 논의가 교통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그리고 서면조사를 병행했다. 조사대상

자는 공사측 관계자 3명, 서울시청 관계자 3명, 노조관계자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이

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을 밝히지 않고 확장된 범주, 즉 노동계, 경영계,

서울시, 시민단체 등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도 직접 인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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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택하지 않고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나. 쟁점별 이해관계자의 의견

1) 필요성 인식

노사민정 안전위원회가 서울시에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달랐다.

노조와 시민단체 쪽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공사측과 서울시는 유보 또는 부정

적 태도를 보였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제안한 당사자라는 점에 있다. 안전위원회를 최초로 제안한 곳은 시민단체인

공공교통네트워크였는데, 여기에 지하철, 버스 등 서울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2013년 초에 제안했다. 노조 쪽이 거버넌스의 필

요성을 제기하는 데는 안전문제가 노사간의 협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서비스를 생

산하는 노동자와 이를 관리하는 경영진,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노조는 동일본철도의 사례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구체화한 것

으로 보인다. 동일본철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안전사

고율을 낮추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노조가 안전위원회를 제안한 배경에는 공기업 경

영권에 대한 구조적인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공기업의 예산권과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참여해야만 안전문제를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편, 노조는 안전위원회 조직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전위원

회가 설치되기만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지금

까지 안전문제에 역량을 가진 활동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계

속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사측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긍

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러났다. 공사측이 우려하는 것은 노조가 사측을 압박

하는 수단으로 안전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안전

위원회를 통해 관철하려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사측이 우려하는 배경에는 현

재 시스템으로도 안전문제를 다루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

가 이런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분기마다 진행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작

업장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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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위원

회가 자칫 ‘옥상옥’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전위원회가 탑다운

(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부서의 자발성이 떨어지는데다 현업부서

에서는 실익은 없고 업무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공사

측이 거버넌스 형태의 기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가 시민들에게 안전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전제가 있는데 안전위원회에서는 기존과 달리 새로운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든가 노사민정이 공

동으로 시민캠페인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사간 단체교섭의 사안이 아닌 정책협의

수준의 안건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보인 안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서 3개 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철도관리팀은 5차례 진행된 안전TFT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철도관리팀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업무가 바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은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다른 두 개의 팀은 안전문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모델

의 주무부서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팀은 서울모델의 주무부서이고,

노사협력팀은 노사민정헙의회의 주무부서다. 주무부서가 2개가 된 것은 서울모델의 독특

한 조직체계 때문이다. 서울모델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존재하고 있는데, 서

울모델에 참여하는 소속기관이 서울시 5개 투자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 SH공사, 시설

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과 1개의 출연기관(서울의료원)이다 보니 이들 투자·출연기관을

주관하는 공기업팀이 서울모델의 주무부서가 됐다. 공기업팀과 노사협력팀은 서울모델 운

영에 필요한 예산과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6개 투자기관의 단체교섭 등 노

사관계에도 개입하고 있다. 공기업팀은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

니 경영평가 요소인 노사관계 안정과 단체협약 내용을 정하는 단체교섭에 개입한다. 노사

협력팀 역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종 노사관계 활

동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팀과 노사협력팀은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서울시 투자기관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틀에서 접근

하다 보니 안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안전위원회 설치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동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사민정 이해관계자

가 생각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보인다.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 170 -

모습을 보였다. 노조와 공사측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견이었

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안전위원회 설치 논의만 하다가 시간만 보냈다는 점을 비판적

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위원회 설치 논의 과정을 평가하면서

‘수단에 경도되어 목적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성되어 있

는 안전TFT를 중심으로 합의된 수준의 활동을 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

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위상과 성격

시민단체는 안전위원회가 관련 법에 규정 받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은 구속력이 약해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김대중 정부 이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실패 사례를

학습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안전위원회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

다. 게다가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였다. 즉,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안전위원회의 운영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전문제만

큼은 정치 성향이 배제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가 행정의 발목의 잡는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는 것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은 안전위원회

가 협의 또는 자문기구 수준의 위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전위원회가 의결권한을 가지게

되면 기관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안전위원회의 위상

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는 합의의 효

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모델협의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노사정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참고할 만하다. 2000년 8월 9일에 노사정 주체

가 체결한 협정서 내용 중에서 3항을 보면, ‘노사는 서울모델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모델의 지난 활동 경험을 보더라도 이 조항은 충실하게 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면 서울모델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모델의 사례를 안전위원회에도 적용한다면 노사민정 간에 안전위원회

의 위상과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서울모델 협정서 3항>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노사는 노사정 서울모델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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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조나 시민단체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교통정책과)와 안

전관리위원회(도시안전과)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근거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하 교통안전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위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교

통안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으로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서울경찰청 등 교통 관련 기관이

참석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 유관단체

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

통 관련 사업장의 노조가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조가 참여함으로써 노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운영체계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

라 조직의 안전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안전TFT에서 논

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조직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을 맡게 되는 서울시

와 안전위원회를 처음 제기했던 노조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방안으로 제시

되었던 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안 2안 3안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공기업담당관)
사무처

실무협의회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과)

노사정서울모델협

의회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사 무 처 사 무 처

서울지하철노사민정안전위원회

사무처

<A형>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안전위원회

사무처

업종별
분과위

<B형>

주: 서울모델협의회 내부자료 재구성

1안은 서울모델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안이고 2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다. 이른바 ‘개별조례’ 방식이다. 1안과 2안은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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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이지만, 1안은 서울모델 내 설치하는 것이고 2안은 서울모델과 같은 위상을 갖는 구

조다. 2안은 서울모델이 노사민정협의회 특별기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안전위원회도 같은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3안은 노사민정협의회와 상관없이 독립된 위원회체계

를 갖춘 조직으로 설치하는 안이다. 3안은 ‘통합조례’ 방식이다. 3안은 투자출연기관 전체

를 포괄할 것이냐와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A형과 B

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되,

기관별로 분과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분과위는 지하철, 시설, 주택, 식품위생, 보건의료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이다. B형은 A형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돼 있는 업

종별 안전위원회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가 참여하는 서울지하철 노사민정안전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 안은 서울

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시민의 안전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점과 안전위원회

에 설치에 대한 준비도 다른 투자출연기관에 비해 많았다는 점에서 제안됐다.

3가지 안 중에서 서울시와 노조의 생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2안

을 선호했고, 노조는 3안을 선호했다. 2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위원회는 노조와 사용

자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안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지 않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운

영세칙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이 안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주관부서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기존에 논의된 바로는 도시안전본부의 도시안전과가 맡는 안

이 제시된 바 있다. 주무부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하반기에 있을 서울시 조직개편 결과

를 보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60) 3안은 노조가 선호했지만, 노조

내부에 기관마다 의견이 달랐다. 지하철 양대 노조는 B형을 선호하고, 시설관리공단노조

는 A안을 선호했다. 3안의 장점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기존의 안전 관련 위원회와 중복, 분산됨으로써 안전업무의 통합적 기능이 약

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는 ‘개별조례안’과 ‘통합조례안’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구진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에서는 개별조례와 통합조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조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위원회 내에 사무기능을 담당할 사무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사무처 인원의 선발과 구성인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이 없

었다.

60) 인터넷경향신문 2015.3.5.자 「서울시 조직개편… 2개 ‘국’ 신설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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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구성

안전위원회의 조직구성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기관별 혹은 업종별로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안은

4가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1안 2안 3안 4안 

추진

방안

안전위원회 단일체제 안전위원회 + 분과위

원회 구성

안전위원회 +기관별 

노사(민)위원회로 구

성

업종별 안전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방법

‣안전위원회를 지하

철, 시설, 주택 등 분

야별 전문가로 구성

‣각 기관별로 노사

(민) 안전위원회 구성

‣안전위원회 내에 지

하철, 시설, 주택, 보

건의료, 식품위생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분과별

로 활동

‣안전위원회를 안전

관련 전문가로 구성

‣각 기관별 노사(민) 

안전위원회 구성

‣지하철안전위원회, 

시설안전위원회, 주

택건축안전위원회 등 

분야별로 안전위원회

를 구성,시청 소관부

서와 연계 운영 

장점

‣위원회 구성이 단순

‣효율적 운영 가능

‣분야별 분과위원회

를 통해 전문화 가능  

‣분야별 특성에 맞게 

운영 

‣위원회 구성이 단순

‣기관별 전문성 확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능

‣위원회 운영이 용이

단점

‣분야별 위촉 위원 

수 과다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운영 곤란

‣안건에 대한 집중도, 

전문성 저하

‣분야별 위원회의 활

성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음 

‣위원 구성 복잡(총

24명)

‣전체적 이슈 처리 

곤란 

‣위원회와 기관별 안

전위원회 간의 역할 

규정의 모호성 

‣위원회 수가 과다하

고 통합적 운영 곤란 

주: 서울모델협의회 내부자료 재구성

  

노조는 업종별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안전문제는 기관마다 쟁점이

달라서 안전위원회에서 기관별 안전문제를 다루는 것은 복잡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지하철(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보건의료(의료원), 주택(SH공사), 시설

(시설관리공단), 식품위생(농수산물공사) 등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생각이다. 노조가 처음부터 업종별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

은 아니었다. 안전위원회를 처음 제안했던 지하철 쪽만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

각했다. 그런데 서울모델 안전TFT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을 포함하여 5개 기관

의 참여문제가 제기된 후 업종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안전위원회가 단일한 체

제로 구성될 경우 지하철, 보건의료, 주택 등 분야별로 구성원이 모두 회의에 참여하게 되

는데, 이럴 경우 인원도 많아지고 안건에 대한 집중성과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안전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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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립취지도 살리고 다른 기관을 배제하지도 않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업종별

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공사측은 안전위원회 구성 방안 중에서 안전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분과위원회는 안전위원회 내에 지하철, 주택, 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업종별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차이 나

는 것은 안전위원회에 안에 하위체계로 설치된다는 점이다. 공사측이 분과위원회 구성을

우려하는 이유는 조직의 역할이 3중 구조로 중복된다는 점이다. 기관별로 산업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안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조를 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 조직 간 역

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의사결정을 느리게 하고 조직운영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사측은 오히려 기관별로 노사안

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여기에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기관별 노사안전협의회를 설치해서 사고

발생 시 노사 공동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안전활동계획수립 및 점검, 조직문화 개선활동

등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 협의주제

시민단체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이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안전위원

회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노동환경, 안전시스템, 그리고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

정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각 기관의 안전문제와 관련

하여 노사간에 해결되지 못한 쟁점이 다루어지길 선호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쟁점이 논의되는 것을 원했다. 예를 들면, 2인 승무제 시행이나 차량내구성 문제, 그리고

사고 시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의제가 다루어져야만 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도 했다. 안전위원회가 시행되는 초기 시점에

서는 노사민정 4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처음부터 무거운 안건을 다루면 안전위원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

다.

공사측은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성 의제가 다루어지길 희망했다. 노사간 쟁점에 관한

사항은 기관별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었다. ‘안

전=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런 의제는 안전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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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노조가 주장하는 2인 승무제와 같은 주제는 안전위원회 의제로 올리기는 부적

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2인 승무제는 일단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술적인 문제로

1인 승무제로도 안전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2인 승무제를 안전문

제라기보다 노조의 이기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주장은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사측은 노조

가 서울시나 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쟁점을 우려했고 안전위원회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려면

압박하는 방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 활동으로 공

사측은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관한 협의를 사례로 꼽았다. 이처럼 공사측은 근로자의 권익에 해당할 수 있는 안

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안전위원회 의제가 노사간 쟁점만 다루는 것

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이 참여함으로써 의제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

각이다. 그리고 안전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반드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협의만으로

도 의미 있는 의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합의한 의제는 성실한 이행을

점검하고 합의 안 된 안건은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6) 시행단계

안전위원회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전 분야가 동시에 출범할 것인지도 이해

관계자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그런데 이 쟁점은 노조 내부에서 의견이 달리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서울모델 안전TFT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안은 다음의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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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 2안 3안 

추진

방안

지하철분야 시범 실시 후 타 

분야로 확대

희망분야 시범 실시 후 타 분

야로 확대

전 분야 동시 실시

추진

방법

‣지하철 분야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 보완 후 확대 검토

‣시범 실시 분야를 (2개 내

외) 선정, 먼저 시행 후 확대 

검토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설, 주

택, 보건의료, 식품위생 등 

전 분야 동시 실시 

장점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 가능

‣안전위원회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확대 운

영시 개선방안 마련 가능

‣참여를 희망하고 시행이 용

이하며 적합한 분야를 2개 내

외 선정해서 우선 시행, 시행

착오 최소화 가능  

‣선택과 집중으로 시범 사업

의 효과적 추진 가능

‣타 분야의 참여 요구를 전면

적 수용 가능 

단점

‣타 분야의 참여 요구 수용 

미흡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다소 

복잡해질 우려

‣타 분야의 참여 요구의 제한

적 수용

‣위원회 구성이 복잡하고 효

율적 운영 곤란

‣초기 사업추진체계 정립에 

어려움 예상

주: 서울모델협의회 내부자료 재구성

  

지하철노조는 1안을 선호하고 있다. 1안은 준비된 곳부터 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를 발판삼아 다른 업종 또는 기관으로 확장하는 방안이다. 지하철노조가 이런 안을 제시하

는 배경에는 안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준비가 다른 기관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2014년 단체교섭에서 이미 노사안전위

원회 설치를 합의했듯이 그만큼 안전위원회에 대한 준비가 진행돼왔다. 그런데 다른 기관

은 여전히 안전위원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이

라는 점과 2014년 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이

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노조의 관심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른 기관은 시민과의 직접적

인 안전문제가 크게 드러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안전위원회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노조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이 안전위원회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안전위원회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기간이 언제 구성될지 불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위원회 활동을 준비한 지하철이 먼저 출범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노조는 2안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지하철의 입구가 되는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하철 안전과도 관련성이 높아서 안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노조는 안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준비는 지하철노조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안전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위원회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과 보조를 맞추

고자 하는 것이다.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의 문제는 안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연관해서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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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안전위원회가 단일한 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업종별로 구성되는 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한 조직으로 구성될 경우 시설공단과 관련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시설, 보건의료 등 분야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전면실시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업종

별로 구성될 경우에는 기관별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먼저 준비된 기관부터 출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안전위원회의 출범은 조직구성과 연계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7) 참여 주체

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 구성원의 수와 배분 비율, 위원장의 신분이나 결정

방법 등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위원은 노사민정을 각각 대

표하는 기관에서 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모델협의회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 주체를 정하는 문제는 일정한 관행이 만들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참여하는 주체를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노사민정이 동일한 수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다

수였다. 구성원 수는 이해관계자별로 2∼3명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자는 안이 다수였다. 그런데 선출방식에서 이견이 있었다. 선임된 위원들

의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안과 현재 서울모델처럼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안전위원회의 조직구성 방법에 영향을 받게 된다.

단일 위원회로 구성될 경우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설치되는 경우에 따라 위

원장 선출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식은 안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따라 결정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주체와 관련하여 ‘민’의 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다. 시

민단체는 특정 시민단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교통네트워크나 시민단체연석회의와 같

은 연합단체를 통해 추천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투명성

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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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견해 차이가 작은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견해차이가 작은 쟁점보다는 큰 쟁

점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 간에 견해 차이가 작은 쟁점으로는 참여주체와 시행

단계였다. 안전위원회에 노사민정 4주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시

행단계도 지하철 분야부터 안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후 다른 분야로 확산하자는 의견에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견해 차이가 있는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로는 안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문이

다. 노조는 안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와 공사측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안

전문제를 다루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안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았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견해차이가

큰 항목은 안전위원회의 위상 부문이다.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

면 법적 권한을 갖는 위상을 갖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차이가 컸다. 시

와 공사측은 전자를 선호했고, 노조는 후자를 선호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력에 있다. 자문기구일 경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 그런데 안전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조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설치하되 이행강제력을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방안으로는 서울모델협정서 3항을 참조할 필

요가 있다. 세 번째로 견해차이 항목은 운영체제와 관련한 부문이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현재 서울시에 운영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노

조는 독립된 위상을 가진 조직으로 설치되는 것을 선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는 ‘개별조례안’과 ‘통합조례안’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연구진에서는 2개의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네 번째 견해차이 항목은 조직구성과 관련된 부문이다. 이 쟁점

은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와 사의 대립구도가 아

니라 노조 내부에서도 의견차이가 있다. 지하철은 업종별로 안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선호했고, 시설 쪽은 단일한 체계를 갖춘 안전위원회를 선호했다. 노와 사가 대립하는 지

점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문이다. 노조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사측

은 분과위원회보다는 기관별 안전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섯 번째로

견해 차이를 보인 항목은 협의주제와 관련한 부문이다. 노조는 안전과 관련한 근로조건 사

항까지 협의주제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사측과 서울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 4주체가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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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비관적인 면과 희망적인 면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었다. 비관적인 면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불신이 일정 정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불

신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논의가 2년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용자는 노조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

고,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공사측 관

계자는 안전TFT에 참석은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의견을 내

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수단에 경도돼 목적을 상실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래 목적이 시민에

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의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안전위원회 설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런 장애가 안전위원회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간에 불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안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이 희망의

끈이라는 점이다. 이해관계자는 안전 서비스 생산자와 관리자로서 책임감이 높았다. 안전

에 대해 커지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거버넌스 형식의 조직을 부정하는

의견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시나 공사측도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환영했다. 민간부문이

정책과정에 참여해서 노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시와 공사도 거버넌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위상과 역할을 정하는 지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안전위원회 설치 문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

성하는 태도를 모두 보였다. 안전위원회 설치 목적이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는 인식에서 출발했는데 그런 실천은 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대

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안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길은 실천 활동을 통해 신

뢰를 쌓고, 그 성공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노사민정 4주체

가 서로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낼 때 사

업의 추진력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논의만 하다가는 불신만 키울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이렇듯 노사민정이 ‘안전사회’ 가치를 공유하고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면서 조금씩 성과를 이뤄낸다면 안전위원회 설치 시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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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립 방안

1. 안전위원회 구성의 법적 주요 쟁점 검토

가. 안전위원회의 성격과 명칭- 법상 ‘자문’, ‘위원회’의 일종임

1) 위원회의 일반적 종류

위원회의 정의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
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
다61). 

위원회를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의결권여부와

대외적 의사표시권 유무에 따라 행정위원회62),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부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의결권과 함께 대외적인 표시권을 갖는 행정청으로서 공정거

래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이다. 자문위원회는 대

부분의 정부위원회가 이에 해당하는데 구속력이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

료를 제공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의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중간 성격을 갖고

집행권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회로서 각 부처에 있는 징계위원

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63).

정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체적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

년 제정되어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내 위원회에 적용되고 있다.

62) 정부조직법 제4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자문위원회의 근거를 두고, 제5조에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행정위원회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63) 김동련,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2011 토지공법연구 제52권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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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원회 설치 원칙,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의 큰 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

치단체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일반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내 위원회의 설립 근거

는 지방자치법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위원회 근거 규정을 두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자문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업무 소관 사무 일부 독립수행 소관 사무 범위 내

기능 준입법적, 준사법적 자문 및 조정

자료: 김동련(2011), 이은영64)(2003) 수정

2) 서울시 운영 위원회 명칭 현황

총 139개의 서울시 운영 위원회 (2014. 6. 말 기준)는 대부분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

지고 있다.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는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
협의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유통업상생발
전협의회 총 8개 뿐이다.

이들 협의회의 특징은 입장이 다른 여러 당사자 및 전문가가 모여 의견 조율을 하는 성

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와 인근 중소상인간의 영업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가 서울시와 교육감 및 구청장협의회가

모여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식이다.

그러나 반면 평생교육협의회와 같이 자문 역할을 할 뿐 입장 차이 조정을 하는 위원회

64) 이은영,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

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례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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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지만, 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명칭을 협의회로 한 것

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3) 검토

- 신설위원회의 명칭을 위원회로 할 것인가, 또는 협의회로 할 것인가.

결국 위원회는 협의회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위원회와 협의회 둘의 뜻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어느 용어를 쓰더라도 둘 다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만 어감상의 차이

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안전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노, 사, 민과 정의 의견 차이

조율이라는 협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안전협의회가 타당한 명칭이 될 것

이다. 아래에서는 가안으로 일단 더 넓은 개념인 ‘위원회’를 사용하였다.

- 신설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위에 따르면 안전위원회는 서울시 안전 소관 사무 범위내 일부를 자문 및 조정하는 위

원회에 속한다. 일부를 가져와 독립수행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하는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자문을 넘어서 준사법적 기능을 하려면 국회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

므로 신설될 안전위원회는 협의와 심의 성격을 가진 자문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나. 위원회 설치 근거법률 필요성 -불필요함

1) 자치권

서울시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타인이나 타기관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위원회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설될 안전위원회도 서울시 안전 사무 범위내

이기만 하면 법령 또는 조례로 신설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근거 법률이 없더라도 조례로 신

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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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과 조례상 기존 위원회 중복 여부-중복없음

1) 지자체내 중복 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둘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은 자문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중복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정부 중앙행정기관내 위원회를 규율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위원회의 자문 성격의 위원회 설치요건으로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

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이 아닌 행정위원

회인 경우에만 비로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여 이에 더하여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상시성)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어 제7조는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을 두기는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

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

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

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그러므로 정부

도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어도 자문 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둘 수는 있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된다.

이를 종합하고 유사 분야인 정부 위원회 규율 법률의 취지까지 살펴보면, 우리 신설 안

전 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 경우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어도 위법이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기존 위원회들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

분은 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기존 위원회 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이다.

2) 현행 서울시 안전 관련 위원회 현황과 내용

(1)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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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조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 근거법률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구성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 기능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한다. 의결사항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이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시장은 5년 단위

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

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과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운영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열도록 조례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

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통안전대책실무위

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이 된다

(2)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

최근 안건 및 개최현황: 2014년 상반기에는 1회 개최, ‘2014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의결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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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능

서울시에 시장이 설치하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시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안전문화운

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사무로 수행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의 소집한다.

○ 구성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

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

본부·국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실무위원회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안전본부장이 되고, 위

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

○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도시안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1. 건축·토목·전기·가

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영 제40

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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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시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아니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관련 체계로 최근 신설된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있다.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직무

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

토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 구성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

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안전감사 옴부즈만

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위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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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의는 시장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

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의 협의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

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

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

다.

(4) 교통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고 2014년 상반기에는 미

개최되었다. 교통위원회도 일부 안전 업무를 다루고 있다.

3) 현행 서울시 안전 관련 위원회들의 특징

(1) 관이 주도-근로자 참여 거의 없음

현행 안전 위원회들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대부분의 위원이 관련 공무원이다. 노가 참여

하는 근로자 위원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민간 위원 참여의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다.

(2) 민은 전문가로 한정

민간 위원 참여의 경우도 이용 시민이 참여한다기보다는 ‘민’을 전문가가 대표하고 있다.

관련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그 자격으로 서술되어 있다.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 시민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현장 노하우 반영 부족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현장 노동자의 노하우 반영 통로가 부족하다. 근로자가 축적한 시

설 안전 관리 노하우가 반영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찾아보기 어렵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야말로 가장 많은 안전 지점을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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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괄적 안건에 대한 정기 논의 성격

기존 서울시의 위원회들은 법에 의해 설치되거나 논의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상시 열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일년에 1, 2회 열려서 그동안의 운

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

철, 병원 시설 등에 한정하여 이용 시민과 근로자 관점에서의 안전문제 논의를 할 통로는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다.

(5) 소결

신설될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는 위에서 살펴본 기존 서울시 안전 관련 위원회 업무와 중

복되지 않는다. 또한,, 신설될 안전위원회는 종합 논의, 시설 논의, 이용자 참여, 노동자

노하우 전달 면에서 신설 필요가 있다.

라. 조례의 명칭 –개별조례와 통합조례

1) 명칭과 성격

조례명은 조례의 적용대상과 성격을 나타낸다.

1안으로 개별조례로서 ‘서울특별시 000(예: 지하철, 보건의료 등)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안으로 통합조례로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

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할 수 있다.

1안은 시설별로 또는 영역별로 조례를 각자 따로 만들고 안전위원회도 지하철 안전위원

회, 보건의료 안전위원회, 주택 안전위원회 등으로 각 설치하는 것이다. 2안은 모든 투자

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안전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설치하고 동시에 시설별 또는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각 안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1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

구가 큰 분야에 특화하여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지하철

에 특화된 안전위원회 설치 조례는 조례명 중 ‘지하철’이라는 기관명을 다른 기관 또는 영

역으로 바꾸면 바로 다른 기관의 안전위원회 조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여러 건의 조례가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있다. 2안의 경우 조례로 일단 우리 위원

회의 업역을 넓게 만들어 두게 되므로 하나의 조례로 지하철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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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각 시설별 또는 영역별로 분

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단점은 규정만 넓게 두고 지하철 외 다른 시설에 대한 논

의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조례는 분과위원회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두 안을 모두 설명한다. 1안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편의를 위해

지하철에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도록 하고, 2안은 따로 설명하지 않으며 1안과

특히 다른 점이 있을 때만 설명하도록 한다.

2) 조례의 구성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노사민정의 책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다.

제2장 구성 및 회의에서는 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

장의 책무,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하였다.

제3장 실무위원회에서는 안전위원회 논의 전후에 안건의 준비와 의결사항 이행 등을 점

검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안 투자․출연기관 안전위

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4장 기타절차 등 에서는 전문가와 관련자 의견청취권한, 회의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촉구 등 권한, 예산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 배치를 통한 사무기능 확보

방안을 규정하였다. 부칙을 두어 시행시기를 명시한다.

마.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상 -민간위원장

위원장을 시장 또는 부시장이 맡는 1안과 민간위원이 맡는 2안, 민간위원과 시장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3안이 있다.

1안의 경우 시장 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의 협조가 더욱 잘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적으로 집행할 때도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될 경우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높을 것이지만,

현실적인 회의 참석율이나 회의 개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1안의 단점은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회의의 성격이나 회의의 중

요도가 좌우될 수 있고, 여전히 관이 주도하는 회의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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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위원회 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정 위원은 동수로 하며

민간 공익위원은 그 동수보다 다수로 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 제3항 제3호의 민간 공익위원 중 노사정이 협의하여 선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은 지명한다.

1.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노조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2.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3. 아래 제 ④항의 민간 공익위원

4.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노사관계 업무 담당 공무원

2안의 경우 민간위원 중 한명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민간이 안전 안건에 참여하는

점이 특징인 우리 위원회의 취지상 가장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장점은 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점의 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고 시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회의 개최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민간위원장은 상근자가 아니므로 민간위원

장의 성실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회의 내용을 집행할 때도 민간인이 각종

조직을 움직여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집행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3안의 경우 민간위원 중 한명과 부시장(또는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이 경

우 1안과 2안의 장점을 모을 수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두 안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새로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에는 2안과 같은 민간 위원장이 적합

하다고 보인다.

바. 위원의 구성

위원의 구성이 문제된다. 민간위원을 노사정 위원보다 많이 두는 것이 타당하다. 비교적

중립적일 위원장이 민간위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에는 각 분야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의 경우 동수로 하는 것이 협의시 공

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직위를 명시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공무원은 도

시교통본부나 도시안전본부, 경제진흥본부 등 관련 부서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고, 조직개편이나 업무 분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직위를 규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1안>의 ‘서울특별시 000(예: 지하철, 보건의료 등)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의 경우 중 지하철이라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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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시장은 임명 전에 교통관련 시민단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관

련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2안>‘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

우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안전위원회 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정 위원은 동수로 하며

민간 공익위원은 그 동수보다 다수로 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 제3항 제3호의 민간 공익위원 중 노사정이 협의하여 선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은 지명한다.

1. 각 투자․출연기관의 노조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2. 각 투자․출연기관의 사장이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3. 아래 제 ④항의 민간 공익위원

4. 서울특별시 안전·노사관계 업무 담당 공무원

④ 민간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시장은 임명 전에 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1. 시설·안전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안전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시설·안전 분야와 관

련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모두 노사정 위원은 동수로 하고 민간 위원을 2, 3명 더 많게 하는 안이다.

예를 들어, 1안 지하철 안전위원회의 경우 노사정 위원을 각 4명씩 하고, 민간위원을 6

명으로 한다면 총 18명으로 안전위를 구성할 수 있고 민간위원으로는 위원장, 장애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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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교통단체, 여성단체 등과 교수와 연구단체 연구원을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측

위원은 각 시설별 노조에서 2명씩 선정할 수 있다.

2안의 경우 여러 시설별 노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사.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상근자

1안 시설 및 분야별 안전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를 두어 지나치게 구체적인 문제나

사전 현장 실사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 안전을 안전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검토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 때 실무위원은 노사가 중심이 되

어 안전위원회 노사민정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한다.

또 2안 투자출연기관 안전위원회의 경우 시설별로 ‘지하철 분과위원회’를 둔다든가, 분

야별로 ‘시설 분과위원회’나 ‘주택 분과위원회’를 두어 여러 개의 시설이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과위원회가 실무위원회를 겸하므로 이때 실무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는다. 분과위원은 안전위원회 위원중 관련 분야 위원 중 일부의 노사민정 위

원으로 구성한다.

기타문제로 상근자를 둘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관

련 노사 기관에서 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아. 조례 조문별 내용

아래에서 조례의 각 조문을 설명한다. 1안 중 지하철 안전위원회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2안은 ‘지하철’을 ‘투자·출연기관’으로 바꾸면 된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안전을 확보하여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목적규정을 두고 있고, 목적규정은 법률의 전체적인 의의와 개

별조문에 대한 해석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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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노사와 민정이 협력하여 서울시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향상시

키기 위해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

2) 책임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지하철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안전위원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근참법의 경우도 유사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책무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들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규정한다.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

로 달성하고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력의 근거를 마련하여 준수하게 하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 시의 책무에 대응하여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 사용자, 주민의 책

무를 두는 이유는 노사와 주민이 보호대상일 뿐만 아니라 안전 정책 수행을 위한 주체임

을 명확히 하고 시의 시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노사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안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하철 안전 관련 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관한 사항

3. 지하철 시설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하철 안전 관련 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지하철 안전문화운동 등 각종 지하철 안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고 노사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이상

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위 특성상, 서울모델협의회 산하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직

접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능은 기본적으로 협의이다. 정책을 검토하여 자문한다. 이용시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 이용시민 안전을 검토한다. 그 외 사항도 필요시 검토한다. 그러나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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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점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므로 협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설에 나가 현

장 점검하는 등 감시 기능을 본질적으로 가지게 된다.

4) 안전위원회 구성

제4조(안전위원회 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정 위원은 동수로 하며 민

간 공익위원은 그 동수보다 다수로 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 제3항 제3호의 민간 공익위원 중 노사정이 협의하여 선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은 지명한다.

1.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노조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2.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3. 아래 제 ④항의 민간 공익위원

4.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노사관계 업무 담당 공무원

④ 민간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시장은 임명 전에 교통관련 시민단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5인 내외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12명이 될수도 있

고 필요에 따라 18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각 추천단체별 위원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 분쟁이 없고 안정성이 있는 장점 반면, 단점은 운영해 본 뒤 그 결과 필요

성에 따라 노사민정간 인원 조정해야 할 경우 조례 개정을 또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장애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안의 경

우의 구성안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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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

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장의 직무

6)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안전위원회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 부서 공무원을 참여시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안건 상정 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안건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시 지하철 노사 간에 사

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가 없었을 경우 안건상정 전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하철 노사 간 협의를 거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협의결

과를 안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안 안전위원회의 경우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사안을 상세히 검토

후 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도록 하였다.



- 196 -

7) (2안)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7조(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과 제8조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안건에 관련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안건 상정시 해당 분과위원회의 검토

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안건

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시 투자․출연기관  노사 간

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가 없었을 경우 안건상

정 전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투자․출연기관  노사 간 협의를 거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협의결과를 안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안전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의 업종별·의제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검토·조정

을 의뢰하는 의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종별·의제별로 안전위원회 노사민정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소집은 분과위원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안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점검

4. 기타 해당 분야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타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새로운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②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기존 분과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하되, 분야

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할 수 있다.

2안 투자출연기관 안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는 지하철 분야와 같이 특정 영역 또는 특

정 기관을 다루는 하위 조직이다.

분과위원회는 시의회 조레 개정 절차 없이도 자유로이 실무적으로 규칙으로 정해 운영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만을 조례에 담았다. 향후 자세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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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구성은 실무논의가 가능하면서도 책임있는 소수인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8) 위원회 의결결과의 실효성 확보

제4장 기타 절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안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안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 전문가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안전 향상 등 정책입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 및 이행촉구)

① 서울특별시, 지하철 근로자 및 사용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

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출석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한 자문 내용을 노사정이 각 이행하는지 살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

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여 간접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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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협조)

① 시장은 안전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지

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지하철에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경우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서울시 공무원과 제②항의 직원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각종 회의준비, 상호 연락, 기타

실무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예산)

①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안건심의 및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지하철 직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사,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특별시,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와 그 노조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분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9) 실무사항

자문기구 특성상 사무처가 따로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관계 단체

에서 시에 파견할 수도 있으며 예산근거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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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안 개별 조례

개별 투자·출연기관별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두는 경우 아래와 같다. 대표적인

지하철 노사민정 안정위원회의 경우 조례이며, 다른 기관의 경우 ‘지하철’을 해당 기관명으

로 변경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노사민정

의 협력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안전을 확보하여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지하철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안전위원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안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하철 안전 관련 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관한 사항

3. 지하철 시설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하철 안전 관련 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지하철 안전문화운동 등 각종 지하철 안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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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4조(안전위원회 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정 위원은

동수로 하며 민간 공익위원은 그 동수보다 다수로 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 제3항 제3호의 민간 공익위원 중 노사정이 협의하

여 선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은 지명한다.

1.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노조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2.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3. 아래 제 ④항의 민간 공익위원

4.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노사관계 업무 담당 공무원

④ 민간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시장은 임명 전에 교통관련 시민단체

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교통·

안전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

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지명

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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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안전위원회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

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 부서 공무원을 참여시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안건 상정 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안건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시 지하철 노사 간에 사전협

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가 없었을 경우 안건상정 전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하철 노사 간 협의를 거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협의결과를

안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이 검토·조사를 의뢰하는 의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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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사

2. 안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점검

4. 기타 해당 분야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정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장 기타 절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안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안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

우 관계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 전문가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안전 향상 등 정책

입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 및 이행촉구)

① 서울특별시, 지하철 근로자 및 사용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출석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협조)

① 시장은 안전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

무 담당자를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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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각 지하철에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경우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서울시 공무원과 제②항의 직원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각종 회의준비,

상호 연락, 기타 실무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예산)

①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 여비, 안건심의 및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에 소요

되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지하철 직원이 그 직

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사,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

특별시,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와 그 노조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분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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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안 통합 조례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통합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하위기관으로 기관별 또
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조례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노사민정

의 협력으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내의 안전을 확보하여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

키고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위원

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안전위원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안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투자․출연기관 안전 관련 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출연기관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관한 사항

3.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시설 및 공공서비스 이용시민의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민 안전문화운동 등 각종 안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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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4조(안전위원회 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정 위원은

동수로 하며 민간 공익위원은 그 동수보다 다수로 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 제3항 제3호의 민간 공익위원 중 노사정이 협의하

여 선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은 지명한다.

1. 각 투자․출연기관의 노조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2. 각 투자․출연기관의 사장이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3. 아래 제 ④항의 민간 공익위원

4. 서울특별시 안전·노사관계 업무 담당 공무원

④ 민간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시장은 임명 전에 안전관련 시민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시설·안전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안전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에서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시설·

안전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

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지명

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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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안전위원회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 부서 공무원을 참여시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과 제8조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안건에 관련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안건 상정시 해당 분

과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안건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시 투자․출연기관  노사 간
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가 없었을 경우 안건상정 

전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투자․출연기관  노사 간 협의를 거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협

의결과를 안건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안전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의 업종별·의제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검토·조정을 의뢰하는 의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종별·의제별로 안전위원회 노사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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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소집은 분과위원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1.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안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점검

4. 기타 해당 분야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타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새로운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②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기존 분과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절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안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안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 전문가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안

전 향상 등 제반 정책입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의뢰 등을 할 수 있

다.

제12조(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안

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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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실이행 의무 및 이행촉구)

①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사용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

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

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출석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공무원 지명 및 직원의 협조)

① 시장은 안전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

무 담당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투자․출연기관에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경우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서울시 공무원과 제②항의 직원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각종 회의준비,

상호 연락, 기타 실무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예산)

① 안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안건심의 및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

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사,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에 필요

한 예산을 노사정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분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209 -

<참고 문헌>

강상욱·박상준·최은정. 2008 『외국의 광역교통기구 사례와 시사점』, 한국교통연구

원.

강윤재, 2010, “기술적 해결을 통한 위험관리의 가능성과 한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0권 2호 77-105

강윤재, 2012, “원전사고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의 정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

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강윤재, 2013,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CO 2013년 제17권 1호

김동련, 2011.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2권

김상철, 2014, “멋지지만 왠지 낯익은 서울시 위원회 거버넌스, 문제는 과정이다: 서울

시 위원회 거버넌스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풀씨넷 주관「박원순

서울시장과 거버넌스」토론회 발제문.

김종영 외, 2008,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창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노광표, 2014,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진단과 올바른 노정관계의 재정립방안」,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1호

모창환·장미혜·도남희 외., 2013, 『국민 공공안전향상 종합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협동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재창 외, 2009,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도서출판 오름

울리히 벡, 홍성태 번역,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유재원·소순창, 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충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

정학보」제39권 1호

윤준병 2014. 서울을 바꾼 교통정책이야기. 21세기북스.
이상윤. 2005.「유럽의 노동안전보건 제도: 신자유주의 위협에도 굳건히 유지되는 노

동자 참여구조」, 『월간 노동사회』, 7/8월, 101호.

이승우, 2013, 「궤도산업에서의 안전패러다임 전환: ‘징계 중심’에서 ‘원인 규명 위주’

로”」,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이영희. 2010.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동향과전망 79: 281-314.
이영희, 2013, “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 「경제와 사회」 통권 제98호: pp.

106-133.



- 210 -

이영희, 2014, “재난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 사회 2014 겨울호,

통권 제 104호, 한울

이은영, 2003.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례비

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재열․김동우, 2004, “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의 구조: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중심

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38집 3호, pp. 143-176.

이재열, 2009, “위기관리를 위한 사회학적 접근”, 『국가 종합위기관리』, 법문사

정상훈, 2014. 6. 6, “시 행정과 민간활동의 융복합구조를 만들라”, 「한겨레」

정지범 편저, 2009, 『국가 종합위기관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위험·안전관리 연구

총서, 법문사

정지범 편저, 2009, 『국가 종합위기관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위험·안전관리 연구

총서, 법문사

조명래, 2014, “박원순 서울시정의 거버넌스- 진보도시를 위한 ʻ업무수행적 거버넌스
ʼ”, 대구경북연구 제13권 제2호

제임스 리즌, 백주현 번역, 1997, 『인재는 이제 그만』, GS인터비전. [Reason, J.

Managing the Risks of Organizational Accidents, Aldershot, UK: Ashgate,

1997.]

주재복·하동현,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및 역할 분석, 2013 경인행

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3. 12.

진장원 역, 2000, 『교통권헌장』, 청문각 [交通權憲章-21世紀の 豊かな 交通 への 提

言 ]

최성욱·이재열. 2006.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 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237-259.
한승준 2006. “지방정부간 관계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수도권교통조합을 중심

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253-276.
행정자치부, 2007,『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개발 및 운영방안』

Douglas, M. and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Gray, G. R., Myers, D. W., & Myers, P. S. 1998.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afety and health provisions」, Monthly Labor Review, Vol.

121.

Elling, R. H. 1986. 『The struggle for workers’ health: A study of six industrialized

countries』,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Hollnagel, E. 1993. Reliability of cognition: foundation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London: Academic Press.



- 211 -

Hughes, Thomas P. 1987.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in

Bijker, Wiebe E., Hughes, Thomas P. & Pinch, Trevor J.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Kimura, H. 2012. “Investments in Safety by JR East Japan”,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ail Safety Conference.

Kurihara, T. & Kimura, H. 2013. “Building the safety culture of JR East Japan”,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ail Safety Conference.

Luhmann, Niklas. 1995. Social System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Izumi, Y. 2010. “Placing Blame on the Driver Alone Will Not Lead to a Culture of

Safety: Let's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Accidents and Establish Real Safety Measure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ail Safety Conference.

NRC(1983).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National Academy Press.

OESOS 2015 “The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at Territorial Level: Local

Public Services in European Capital Cities.”

Paumier, J.-M. et D. Rabardel 2007 “Perspectives d’évolution du rôle et des

compétences du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STIF)” Rapport de

CESR et Commission des transports.

Perrow, Charles. 1999.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2nd ed.)』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nn, Ortwin. 1998. "Three Decades of Risk Research: Accomplishments and New

Challenges," Journal of Risk Research. Vol. 1, No. 1, 49-71.

Renn, O.. 2008.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 Earthscan Publications Ltd.

Robert, R. S., James, E. M. & Lindsay, E. S. 2000 「Labor unions and safety

climate: perceived union safety values and retail employee safety outcome

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42(5).

Sinclair, R. R., James, E. M. & Lindsay, E. S. 2010. 「Labor unions and safety

climate: perceived union safety values and retail employee safety outcome

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42(5).

Sagan, Scott. 1993. The Limit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to, K. 2008. “Human Error and Punishment”,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ail

Safety Conference,

STIF 2011 Les Transports en Commun en Chiffres 2000-2009. STIF.

STIF 2014 Rapport d’activité 2013. STIF



- 212 -

Streeter, C. L. 1992. 「Redundancy in organizational systems」, The Social

Services Review, Vol. 66.

Yanagi, A. 2012. “Disaster Preventions in the Time of Emergency and the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of Railway Worke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ail Safety Conference.

Yanagi, A. 2013. “The Voices of Union Members who Created the JR East

Miracl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ail Safety Conference.

Weick, K. E., Roberts, K. H. 1993. 「Collective mind in organizations: Heedful

interrelating on flight deck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8(3).

Weick, K. E., Sutcliffe, K. M., & Obstfeld, D. 1999. 「Organizing for High

Reliability: Processes of Collective Mindfulness」, In Sutton, R. S. & Staw,

B. M.(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ur, Stanford: Jai Press.

Weick, K. E. & Sutcliffe, K. M. 2007. 『Managing the Unexpect: Resilient

Performance in an Age of Uncertainty』, San Francisco: Jossey-Bass.

Wreathall, J. 2006. 「Properties of resilient organisation: An initial view」, in

Hollnagel, E., Woods, D. and Levenson, N.(eds.), Resilience engineering:

Concepts and precepts, Hampshire: Ashgate.

JR 東日本. 2009, 「安全ビジョン2013」.

民主主義的社会主義運動. 2005.「JR 福知山線脱線事故　107人の命奪った民営化」, 週

刊 MDS, 887号.

民主主義的社会主義運動. 2007.「JR 尼崎事故・調査委中間報告と民営化の破綻 命

奪った国鉄解体と規制緩和」, 週刊 MDS, 976号.

柳 昭典, 2012.「사고책임(징계) 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일본철도 사고분석 및 대응

방법」, 일본JR 동노조 초청 특별강연 발표문, 6. 13.

<자료>

2014 서울시 운영위원회 현황

2014 서울시 운영위원회 활동

<법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이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재, 인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