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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safety authorization system for light rail transit(LRT) through investigating 

safety certification & safety authorization in foreign country and aviation field in Korea. The safety 
authorization system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se day was also investigated.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KOTSA) have conducted safety validation process on Busan-Gimhae LRT before its revenue service 
during three months since Jan. of 2011. We describe the overview of these validation activities, results and 
safety certification issued. Learning from this process, we propose the standardized safety validation process 
including checklists which can be applied to common unmanned light rail system. This study will be a basis 
of railway safety authorization for LRT and will be continually improve its application ability by the future 
study.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경 철시스템이 건설 이며, 그 시스템의 유형도 AGT, LIM, 모노 일, 자기

부상열차, 노면경 철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부분의 경 철시스템은 운 비용 감을 하여 완 자

동 무인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건설주체도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 기 , 민간건설사 등으

로 다양하다. 

   2011년 3월 부산 4호선, 9월에는 부산김해경 철이 업운행을 시작하 으며, 용인경 철은 건설이 

완료되고 운행이 정되어 있다. 이처럼 무인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각기 다른 경 철 시스템과 

건설 주체도 다양화 된 철도운  환경에서 이용자의 안  확보를 하여 국가 차원의 철도 안 승인 제

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철도 안 승인은 건설 에 안 이 정하게 고려되고 설계되었는지, 업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하

부 시스템이 통합되고 검증 되었는지, 운 자의 안 리체계와 비상상황에 한 처능력 등을 확인하

고 국가가 철도운 을 승인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 철시스템에 한 안 승인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해외 철도선진국의 안 승인 

제도의 황과 재 정부에서 도입 추진 인 철도 안 승인 제도를 조사하 다. 한, 교통안 공단이 

2011년 약 3개월간 실시한 부산김해경 철 개통  안 확인 사업의 개요, 확인결과  안 확인서 발행 

등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한 무인운  경 철에 용 가능한 표 화된 안 확인 항

목을 포함한 안 확인 방안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 철시스템에 

한 철도 안 승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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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론

2.1  해외 철도 안전인증/안전승인 사례

  유럽연합(EU)의 철도 안 과 철도 회사의 허가에 한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용량의 할당

과 철도 기반시설의 이용료 징수, 안 인증에 한 지침 2001/14/EC를 수정하여 2004년 4월 29일자 유

럽 의회  의회 지침 2004/49/EC(철도 안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침 제9조에서 유럽연

합 모든 국가의 철도회사  기반시설 리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기본요소들을 포함하는 안 리시스

템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철도를 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험도 기반의 안 리체계(SM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은 EU의 철도 안 지침에 따라 철도 안 규정(The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6 ROGS)을 제정하고 시행 이다. ROGS는 국의 간선철도, 지하철, 

트램, 경 철  사설철도 모두에 용된다. 이 규정에 따라 국 철도 운 자는 안 리체계를 유지

해야 하고 ORR(Office of Rail Regulation, 철도규제사무소)의 안 인증(Safety Certification, 철도운

자) 는 안 승인(Safety Authorization, 시설 리자)을 받아야 운 을 할 수 있다. 험도가 낮은 철

도시스템(트램이나 시속 40km 가 넘지 않는 운 시스템) 운 자는 안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에서 제

외하고 있고, 다만 문서화된 정한 안 리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은 ROGS의 조항  

철도시스템 종류 등에 따라 용되는 기 을 보여 다.

표 1. 영국 ROGS 규정의 철도시스템 종류별 적용조항

구분
협조의무
Duty of 

co-operation

주요안전작

업관리
Managing 

safety critical 

work

위험도평가
Risk 

assessment

SMS
Safety 

management 

systems

안전인증

안전승인
Safety 

certificate or 

authorisation

안전보고서
Annual safety 

report

유지보수 

책임기관
Entities in 

charge of 

maintenance

간선철도
Mainline railway

√ √ √ √ √ √ √

40km/h 이상 운송시스템 

(예, 경전철, 메트로)
Non-mainline railway and other 

transport systems operating 

above 40kph (for example, 

light rail, metro systems)

√ √ √ √ √ √

40km/h 이하 운송시스템 

(예, 사설철도)
Non-mainline railway and other 

transport systems operating 

below 40kph (for example, 

heritage railway) 

√ √ √ √
간선철도

운영부분만

간선철도

운영부분만

트램  Tramways √ √ √ √

측선 작업
Work in sidings

√ √

측선이 

운송시스템 

일부인 경우

차단 작업
Work in engineering 

possessions

√ √

기지내 작업
Work in depots

√
일부

차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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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비 고

PART A

철도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위험통제 대책 MTU A

유지보수나 재료의 공급과 관련된 위험통제 MTU B

계약자 사용과 관련된 위험통제와 공급업체 관리 MTU C

철도시스템 외부기관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MTU D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서화 MTU E

책임의 배분 MTU F

수준별 관리에 의한 통제의 확보 MTU G

모든 단계에 직원과 직원대표의  참여 MTU H

지속적 개선의 보장 MTU I

조직 최고책임자가 승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전달된 안전 정책 MTU J

조직의 정성적 및 정량적 안전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절차 MTU K

기존, 신규, 변경된 기술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 MTU L

운영조건 변경이나 새로운 재료 도입시 위험 평가나 위험 통제대책의 실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MTU M

직원 훈련프로그램과 직원 역량을 유지하고 해당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관

한 사항
MTU N

조직내 또는, 필요시 동일 선로를 운행하는 운영자간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방안 MTU O

안전정보의 문서양식 및 배포절차와 주요 안전정보 구성통제 절차의 지정 MTU P

사고, 사건 및 위험사건의 보고, 조사, 분석,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 MTU Q

비상시, 적정 외부기관과 합의된 경보, 전달정보 및 행동계획에 관한 사항 MTU R

안전관리체계의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MTU S

철도시설유지

보수자

철도시설의 안전한 설계 MIM T

철도시설의 안전한 운영 MIM U

유지보수와 재료에 관한 사항 MIM V

열차관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MIM W

PART B

   2011년 개정된 ROGS에 따르면, 철도운 자나 시설 리자 이외에 2011년 8월부터는 간선철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유지보수 책임기 (Entity in charge of maintenance, ECM)’ 개

념을 도입하여 차량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사람이나 기  등은 국가차량등록소(National vehicle 

register, NVR)에 등록하도록 하 다.

   국 ORR이 철도기 의 안 인증 는 안 승인을 해 제시한 평가기 은 표 2와 같다. 철도운

자의 안 인증은 Part A, B로 구분된다. Part A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안 리체계에 한 인증기 이

며, Part B는 해당국가( 국) 안 규정의 합성에 한 기 이다. 철도시설유지보수자의 안 승인은 

안 인증 Part A의 평가기 에 시설 리와 련된 기 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표 2. 영국 ORR의 간선철도 안전인증 또는 안전승인을 위한 평가기준

2541



평가항목 비 고

해당 운영노선의 관련 안전규정의 준수 MTU BA

해당 운영노선의 직원 역량에 관한 사항의 준수 MTU BB

해당 운영노선의 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MTU BC

세부기준 비 고

평가항목 : 철도시설의 안전한 운영 (MIM U)

U.1 철도운영자 수, 형태, 운영범위, 운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

을 위한 절차가 있다. 

U.2 시설물의 물리적 또는 운영적인 경계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절차가 있다. 

U.3 정상 또는 비상상황에서 효과적인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가 있다. 

U.4 안전한 운영과 시설물/차량간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의 준수능력

이 있음을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 

※ MTU (Mainlin Transport Undertakings), MIM (Mainline Infrastructure Manager)

    ORR은 각 평가항목별로 세부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3은 ‘철도시설의 안 한 운 (MIM U)’ 평

가항목의 세부기 이다. 

표 3. 영국 ORR의 ‘철도시설의 안전한 운영(MIM U)’의 세부기준

2.2.  부산김해경전철 안전확인 시행

   교통안전공단은 로이드 레지스터 레일과 공동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부산김해경전철 

기전시스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시스템 안전확인을 수행하였다. 

2.2.1  안전확인 목적

   안전확인은 부산김해경전철의 핵심시스템에 대한 안전과 운영준비 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발주

자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과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관련 

위험원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령, 규정 및 표준에 대한 준수여부

◦ 시스템이 발주사양에 명시된 안전조건에 부합함을 확인

◦ 기전시스템의 시스템통합이 적정하게 달성되었는지 확인

◦ 프로젝트의 건설기간 동안 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확인

2.2.2  안전확인 방안

   부산김해경전철의 안전확인은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기관이 제공한 시스템엔지니어링 문서, 계약기

술자료 및 철도안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에 맞는 안전확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안

전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담당자, 하부 시스템별 업무담당자와 문

서검토, 면담 및 현장확인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안전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기전시스템 및 기반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
   기전시스템 및 기반설비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철도관련 안전법령 및 안전규격과 시스템 발주

자의 계약기술사양서를 기준으로 각 하부시스템 및 안전 설비가 적정하게 설계, 제작 및 통합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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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시운전을 통하여 그 기능과 성능이 검증되었는지 확인하는 다음의 10개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기

준으로 문서검토 및 현장확인을 시행하였다.
◦  차량

◦  신호

◦  전력공급시스템

◦  통신시스템

◦  정거장 및 비상설비

◦  궤도

◦  종합관제센터(OCC)
◦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  역무 자동화 설비(AFC)
◦  안전관리

< 운영준비에 대한 안전확인 >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준비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운영준비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고 현장확인을 시행하였다. 이 운영준비에 대한 안전확인 활동은 운영자가 핵심 기전시스템

과 기반시설을 건설자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안전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의 운영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총괄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적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  시스템 통합

◦  시스템 안전

 ◦  안전관리시스템

 ◦  시스템 보증

◦  유지보수

◦  방재관리

◦  철도시설구역에 대한 안전전략

<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문서에 대한 확인 >
   부산김해경전철이 제출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문서 중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

였다. 이러한 문서를 검토하는 목적은 프로젝트의 수명주기 중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인수단계까

지 안전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들이 각 단계별로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와 운영준비 상태의 적정성을 

산출된 문서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시스템 안전성

◦  시스템 형상관리

◦  시스템 보증

◦  소프트웨어 보증

◦  위험원 관리 및 위험원 종결상태에 대한 안전확인

2.2.3  안전확인 결과

   부산김해경전철과 유관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관련자와 면담, 조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2011
년 3월, 이미 발행한 안전 개선내용의 이행을 전제로 최종시스템 예비안전확인서를 발행하고, 안전통보

서에 대한 개선 이행실적의 검토와 추가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안전 개선내용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2011년 4월 27일 최종안전확인서를 발행하였다. 
   발행한 대부분의 안전통보서 개선내용은 국내 적용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체검토를 

거쳐 안전사양을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거나, 차량과 신호, 차량과 PSD, 차량과 궤도시설 등 시스템 인

터페이스와 관련이거나, 안전성 판단시 해외 운영사례를 사용하였으나 국내 운영환경에서 적정한지에 

2543



구 분 안전확인 세부 점검항목

무인운전 시나리오

ㅇ 무인운전 시나리오의 적정성

 - 정상운행, 성능저하운행, 비상운행

 - 본선, 정거장, 종단, 기지 포함

 - 담당, 상황, 운영형태(자동/수동), 명령, 세부절차

 - 검증방법 등

화재 감지 ㅇ 무인운전시 화재감지기능 전달체계 적정성

무인운전 안전설비

ㅇ 무인운전을 위한 안전설비 적용여부

 - 지장 물체의 검지시 열차 자동정지 기능

 - 배장기 기능

 - 비상 차량탈출설비 기능

 - 승객을 고려한 전면유리창 이물질 제거장치 기능 

비상 출입문

ㅇ 비상 출입문 개폐장치의 작동 및 취급 적정성

 - 장치 취급시 무인운전 시나리오 적정성

 - 운행중 출입문 열리지 않음

 - 정차 시에만 개폐가 가능

열차 출입문

ㅇ 무인운전시 열차 출입문의 적정성

ㅇ 열차 출입문 무인운전 시나리오 적정성

 - 운행중 출입문이 열릴 경우 열차는 바로 정지

 - 출입문이 열렸음을 승객에게 주의방송

 - 열차는 안전속도로 정차역까지 운행

 - 역정차 후는 출입문이 닫힐 때까지 출발하면 안됨

 - 모든 상황은 종합사령실 감시 확인

비상 운전대

ㅇ 비상운전대의 적정성

 - 비상제동은 수동 완해

 - 주차제동완해는 수동 및 자동완해

 - 비상운전대의 무단취급 방지대책

 - 비상운전대의 개방시 대책

객실 화상감지

ㅇ 무인운전시 객실 화상감시장치의 적정성

 - 실시간 감시 여부

 - CCTV 카메라의 설치 위치

 - 감시장치 고장시 운용방안 등

고장 대응 ㅇ 무인운전시 고장발생 대응방안

대한 것 등이었다.  

2.2.4  안전확인 점검항목 개발

   부산김해경전철의 안전확인은 부산-김해경전철이 제공한 시스템엔지니어링 문서, 계약기술자료 및 

철도안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전철 시스템에 맞는 10개분야 239개 안전확인 점검항목을 개발하

였다. 안전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필요사항과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경전철시스템에 적

용이 가능하도록 9개분야 180개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무인운전시스템의 안전확보를 확인하기 위

한 점검항목도 추가하였다. 점검항목 개선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무인운전시스템의 안전확인을 위해 추

가한 항목은 표 5에 예시하였다. 

표 4. 경 철시스템 안 확인 검항목 개선결과

구분 전체 차량 신호
전력공급

시스템
통신

정거장

및 설비
궤도 관제 PSD AFC 안전

부산김해경전철 239개 59 41 9 11 11 15 48 1 3 41

경전철 공통적용

(개선)
180개 39 35 11 18 14 18 17 - 3 25

표 5. 무인운 시스템 안 확인 검항목 추가내용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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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안전확인 세부 점검항목

 - 고장내용은 종합사령실로 전송

 - 필요시 경보 발행

 - 사령실에서 고장내용을 확인 가능

 - 주요고장은 알림기능 보유

 - 종합사령실에서 고장 리셋 가능

구 분 철도시설 안전승인 철도시설 안전확인

근   거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11.8월)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근거 없음

민간사업자의 경우 실시협약에 의하거나, 자

체 필요에 의한 시행

2.3  국내 철도시설 안전승인제도 도입 현황

   2011년 8월 국토해양부는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ㆍ고장에 따른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와 세계 철도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철도제품

ㆍ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관리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예방적ㆍ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및 인증

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개정안에는 안전승인제도와 관련하여 철도운영자와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한 안전승인은 포함되어 

있으나,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정안 제32조에 ‘철도시설건설자가 철

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

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개통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성 판단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관련 조항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전승인 방안이 결정될 것이다. 

2.4  국 내  경 철 시 스 템  안 승 인 ( 확 인 )  방안

    경 철시스템을 포함한 철도시설에 한 안 승인 제도는 이번 철도안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단시일내 제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철도시설의 건설 기부터 단계별 안 검증을 받아 최종

으로 안 이 확인된 후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철도시설 안 승인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안 승인 제도의 도입 이라도 재 개정안에 포함된 개통  국가의 철도시설 안 성 단의 근

거로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이 제시하는 철도시설 

안 확인은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철도시설 안 확인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시스템 인수까지 안전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

들이 각 단계별로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문서를 검토하는 단계

-  철도관련 안전법령/안전규격/기술사양서와 각 하부시스템 및 안전 설비가 적정하게 설계, 제
작 및 통합되고, 시험 및 시운전을 통하여 그 기능과 성능이 검증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

-  마지막으로 운영자가 시스템을 건설자로부터 안전사항을 인수하는지와 운영단계의 안전관리 

활동의 적정성 확인하는 단계

    이와 같이 안 확인은 철도건설 로젝트에서 안 이 어떻게 고려되어 왔는지, 단계별로 안 검증 

과정은 정하게 운 되었는지, 시험  시운 에서 안  기능이 정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철도시설 안 승인 제도와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표 6는 철도시설 안 승인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철도시설 안 확인을 비교한 것이다.  

표 6. 철도시설 안 승인과 안 확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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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계획수립 세부 활동과 일정계획, 인원 투입계획, 확인항목 등 시행계획 수립 

안전목표 및 안전 요구조건 확인 사업 초기단계에서 설정된 시스템 안전목표 및 안전 요구조건 확인

안전확인 점검항목 개발
안전목표, 안전 요구조건, 발주사양서 및 관련 법규정의 요구사항과 종합안전심사

의 심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안전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개발 

위험도분석의 적합성 검토
기전시스템 및 하부시스템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원 목록과 수립한 안전대책의 적

합성 검토

안전대책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제시된 안전대책의 현장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시험 및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확

인한 후 위험원의 종결여부를 확인 

운영준비상태 점검 
운영․유지보수 계획 및 절차서, 비상대응절차서 등의 준비상태, 운영조직 및 직원

에 대한 배치․교육 상태를 확인

안전확인서 발행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은 반드시 해결이 된 후에 안전확인서 

발행

구 분 철도시설 안전승인 철도시설 안전확인

내   용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설계부터 시운전 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이 확인되고 안전대책이 적

정하게 보장되는지 확인 검증

프로젝트 종료단계에서 그간 안전성 활동과 

시운전이 완료된 후 안전을 확인

대   상 철도건설자 (철도시설) 철도건설자 및 운영자

착   수 프로젝트 초기 프로젝트 종료

기   준 철도안전승인기준 (국가 제정) 안전확인항목 (자체 개발)

  경 철시스템 안 확인의 착수시   기간, 투입 인력규모는 공단의 기 안 확인 사업을 기 으로, 

상노선의 연장과 형태,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철도

시설 안 확인 로세스는 표 7과 같다. 

표 7. 철도시설 안 확인 로세스

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전철시스템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승인(확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외

철도의 안전인증/안전승인 현황, 공단의 부산김해경전철 안전확인사업 현황, 그리고 국내 철도안전법 개

정안에 포함된 안전승인 제도 도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전철 특성에 맞는 철도시설 

안전확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 철도안 규정(ROGS)은 국 내 간선철도, 지하철, 트램, 경 철  사설철도 모두에 용되며, 

철도운 자는 안 리체계를 유지하고 ORR(Office of Rail Regulation, 철도규제사무소)의 안 승인을 

받아야 철도운 을 개시할 수 있다. 국 이외의 유럽연합(EU) 국가들도 같은 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

다. 국내의 경우, 2011년 철도안 법 면개정안에 철도시설 안 승인 제도가 반 되지 않았으나, 철도

시설 개통  국가의 최종 안 성 단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안 성 단을 한 근거로서 안 확

인 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공단은 경 철시스템 안 확인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안 확인 로세스를 개발하 고, 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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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항목은 사업에 참여한 안 확인자의 검토를 거쳐, 무인운 시스템에 한 확인항목의 추가와 발행

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 하여 9개 분야 180개 검항목으로 개선하 다. 

    본 고찰을 통하여 철도시설 안전승인(확인) 도입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철도안전법에 철도시설 안전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로젝트 모든 단계에서 단계별 검증

으로 거치고 최종 안 승인을 받은 후 업운행에 착수하도록 제도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의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판단의 명확한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

다. 철도 로젝트 종료시 에 안 성 단을 하여 문가 는 문기 의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자체 인 단으로 종결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철도건설자나 운 자 등이 사

에 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 철시스템의 안 확보를 해서는 철도시설 안 승인(확인)제도의 도입

을 추진하고, 제시한 철도시설 안 승인(확인) 방안을 국내 경 철 운 장의 용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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