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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fety culture of an organization is the product of individual and group values, attitudes, perceptions, 
competencies, and patterns of behaviour that determine the commitment to, and the style and proficiency of, an 
organization’s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A good safety culture includes effective, appropriate safety 
management systems; strong safety leadership & commitment from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f 
the workforc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ntinuous improvement.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safety culture 
inspection standards and process in Korea Railway. The main purpose i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safety 
culture and to develop measuring tool. First of all we developed the composition factor of safety culture and the 
question set. And we prepared the base of computerization of safety culture measurement by developing of 
evaluation standards and weighted value.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철도의 비약  발 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

으며, 안 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개량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철도선진국에서는 

안 기술을 발 시키고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인 오류를 최소화하는 기존 안 리기법을 발 시켜, 시
스템 측면의 안 리에 을 맞춘 안 리체계(SM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는 등 안

에 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1].
철도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안 리체계를 기반으로 보다 안 한 철도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철도종사자가 

스스로 안 을 지킬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안 에 련된 어떠한 의견도 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 기

를 조성하고, 이러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해 철도운 기  CEO의 철 한 안 련 마인드를 요구하는 철

도안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해 기반연구와 함께 안 문화를 측정하기 한 기   로세스를 개

발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를 운 하여 높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2-5].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 문화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하여 국내외 황, 특히 국 HMRI, RSSB의 안

문화 측정체계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 으며, 철도분야 외에 안 문화가 선도 으로 정착되어 있는 화학공정

산업의 체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환경에 합한 철도안 문화 구성요소를 개발하 으며, 이
와 련된 설문질의항목을 개발하 다. 한, 설문  면담결과를 토 로 철도운 기 의 철도안 문화 수

을 계량 으로 평가하기 한 기   가 치 기 을 개발하여 향후 철도운 기 에서 쉽게 철도안 문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로세스를 산화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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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안 문화 개요

2.1 안 리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는 그림 1과 같이 철도사고 발생을 이기 해 주로 기술  원인과 인 원인에 을 두어 

안 리를 시행하 다면, 최근에는 시스템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 한 철도시스템을 만들고자 

안 정보에 기반을 둔 SMS체계에 의한 안 리체계를 구축하기 해 노력 이다[1]. 한, 이러한 

SMS기반 안 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철도선진국을 심으로 더 안 한 철도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경 자  리자, 직원 간의 의사소통과 책임의식을 요시 하여 스스로 안 한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

는 안 문화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안 리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SMS체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철도운 기 에서는 SMS에 

의한 안 리시스템을 도입하기 해 비 이다[1]. 국가가 수립하는 철도안 종합계획의 2차년도 5

개년 계획(’11～’15)에도 우리나라 미래철도 안 환경 조성을 해  ‘안 문화 향상  교육환경 개선’이

라는 안 문화 련 내용을 추진과제로 반 하여 추진하고 있다[6].

2.2 국내외 철도안 문화 동향

  국제 으로 안 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출사고 이후 세계원자력기구(IAEA)

에서 조직과 종사자 자세의 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원자력안 자문단(INSAG)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철도분야의 경우 1987년 국 런던 King's Cross St. Pancras역 화재로 31명이 사망하면

서 검토되기 시작하여 1997년 7명 사망, 139명 부상한 Southall 충돌 사고와 1999년 31명 사망, 400명 부

상한 Ladbroke Grove 철도 충돌 사고를 통해 안  리더쉽, 직원 참여, 커뮤니 이션, 귀책 보고  신뢰

의 증가가 국 철도산업의 안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문화의 향상이 직원들의 불안 한 

행동을 유도하는 경 상의 결 을 일 수 있다는 사고결과보고서의 제안내용에 따라 철도분야에서 주

목받기 시작하 다[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이미지 리차원에서 소극 으로 응하던 에 1995년 삼풍백화  

붕괴사고 이후에 정부가 주도하여 안 법령을 제정하고 효율 인 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안

문화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안 문화란 안 제일의 가치 이 충만되어 모든 사업활동 속에서 “안 ”이 체질화되고, 한 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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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  실 을 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 태도 등을 총체 으로 의미한다. 안 문화가 정착된 조

직은 상호간의 신뢰에 따른 의사소통과 안 의 요성에 한  인식공유, 방조치의 효과를 자신 있게 

인정하는 것에 의해 구별된다 할 수 있다. 안 문화는 그림 2와 같이 안 리시스템(SMS)를 기반으로 

안 련 CEO의 안 리더쉽과 책임을 매우 요시하며, 작업장 내 직원들의 안 에 한 태도와 의사

소통 그리고 직장 내 안 련 분 기 조성을 통해 형성된다[8,9].

그림2.  안 문화의 정의

  해외 철도선진국의 경우, 철도안 문화에 한 정의와 함께 구성요소  지수, 질의항목을 개발하여 

국가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운 기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 문화 측정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입력된 

안 문화 련 내용을 평가기 에 의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철도운 기 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

도의 경우, 철도안 문화에 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측정하기 한 기   분석 툴이 제

공되거나 활용된 사례가 없다.

  국내에 안 문화가 활성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원자력분야와 화학공정분야와 같이 험도가 

높은 산업을 로 들 수 있는데 리자와 근로자의 환경  태도  행동과 련한 안 문화에 해 선

도  체계를 갖추고 공정안 리 분 기를 평가하고 있다. 화학공정 리상의 문화 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로토콜을 토 로 안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 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한 측정과 분

석을 한 산툴을 제공하여 인 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일반 산업안 분야의 경우, 

안 문화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측정하기 한 설문조사항목  평가기 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10,11].

3. 철도 안 문화 측정기  개발

3.1 화학공정산업에서의 안 문화 구성요소

  화학공정산업에서는 표 1과 같은 구성요소를 심으로 안 문화를 측정하고 있다. 화학공정산업의 안

문화 구성요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 정책, 험도평가, 안 검, 사고조사 등 SMS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직 분 기,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 CEO의 안 마인드를 요시하고 있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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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학공정산업에서의 안 문화 구성요소

번호 구성요소 요소 설명

1 안전정책과 조직 분위기 안전정책 수립시 종사자의 참여, 안전활동 역할과 책임 규정

2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와 소통, 안전목표의 측정

3 위험도평가와 관리계획 위험도 평가에 대한 이해 및 참여

4 안전운영 가이드와 절차 안전운영절차의 이해와 이행태도에 대한 평가

5 변화와 시스템 점검 관리, 유지보수 변화관리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능력평가에 참여하는 태도

6 자가 진단 자가진단과 후속조치평가에 참여하는 태도

7 사고조사 절차 사고조사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정도

8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정도

3.2 국 철도의 안 문화 구성요소

  국 철도의 안 문화를 고찰하기 해 국철도안 감독기구(HMRI: Her Majesty's Railway Inspectorate)

에서 제공하는 철도안 문화지표와 평가기 을 검토하 다. HMRI의 철도안 문화 지표는 표 2와 같다

[2-5].

표 2.  HMRI의 철도안 문화 지표  평가기

안전 문화 지표 평가 기준

 1.  안전리더쉽
  - 안전목적, 목표, 문제 등이 명료하도록 경영진의 지속적 이행
  - 안전 우선 정책이 성과 대비 균형을 이루거나 성과보다 우선

경영 가시성

성과와 안전성 관리의 우선순위

안전 우선 행동

 2.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레벨 간, 레벨 내에서 안전문제, 우려사항, 목표논의위한 다중 채널 

존재
  - 정보의 흐름은 하향, 상향 모두 이루어져야 함

내부 안전 우려사항 보고 시스템

경영진 접근 가능성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 반응

안전 정보 전달 시스템

안전 정보의 이해

피드백 시스템

 3.  직원 참여
  - 모든 레벨의 직원이 의사결정, 안전계획, 개선아이디어 제공 참여
  - 직원 참여와 피드백이 적극 이루어짐

직원들의 안전 논의 참여

직원들의 변경 과정 참여

변경사항의 직원 교육

직원 동기 부여

 4.  학습 문화
  - 기존 문제 모니터링, 신규 문제, 시간 경과에 따른 경향 확인
  - 효과적인 예방조치 개발위한 조치
  - 다른 상황에도 폭넓게 응용, 사건으로부터 교훈 습득 노력

안전 문화/풍토 모니터링

안전 우려사항 조사 및 완화

안전 우려사항 기록

사건 조사 시스템

 5.  비난에 대한 태도
  - 사건의 궁극적 책임이 조직에 있음을 받아들임
  - 조사 시 다중 원인이 충분히 고려됨
  - 조사의 목적은 보복이나 비난이 아닌, 사건으로부터 배우기 위함

신뢰의 문화

직원들의 책무 의식

징벌 과정

안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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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도안 문화의 국내 용을 한 구성요소 개발

  표 1의 화학공정산업의 안 문화 구성요소의 경우 정책과 조직,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변화 리, 자

가 진단 등 국 HMRI와 비슷한 요소가 많으나, 험도평가, 안 운  가이드, 사고조사 차, 비상

응계획 등 세부 인 사항을 구성요소로서 가지고 있다. 국 HMRI의 경우, 안 문화지표는 key factor

로서 사용하고 실제 면담이나 설문시에는 면담자와 친숙한 환경을 만들기 해 먼 , 철도환경의 시나

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한 설명을 먼  시작한 다음 면담이나 설문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

분의 설문에서 직 인 설문항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자로 하여  내용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며, 앞뒤 논리가 맞지 않거나 선후의 질문항목에 해 상이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국 HMRI의 안 문화지표를 안 문화의 기반이 되는 SMS체계를 참조하여 구성하고 이와 연계

된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철도SMS는 철도운행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철도사고의 험요소(사고의 원인)를 조직 이고 체계 으

로 찾아 책을 수립하여 운행상의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한 체계  활동으로서 최고

경 자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여 사고 방과 안 수 의 제고를 목 으로 철도안 리시스템

의 지속 인 개선  모니터링을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를 하여 조직의 경 지침(안 정

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조직  책임, 차를 규정한 후, 물 , 인  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하여 철도사고를 방하고 안 한 철도환경을 조성하기 해 조직 으로 리되어야 한다. 이

러한 철도SMS는 그림 3과 같은 Plan(계획)→Do(실행)→Check( 검)→Act(조치)의 선순환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지속 으로 발 해 나갈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한다. 재 연구되고 있는 

우리나라 철도SMS 구성요소는 표 3과 같으며, 그림 3의 PDCA 선순환 구조에 맞추어 구성하고 있다

[1].

그림 3. 철도SMS의 PDCA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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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 철도SMS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1.  안전정책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승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통보된 안전 정책

2.  안전목표
안전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직의 정성적/정량적인 목표, 

목표달성 계획 및 절차

3.  기준/규정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
기존, 신규 또는 변경된 기술기준, 운영기준, 그 밖의 규정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절차

4.  위험도 평가 및 안전성 검증

운영조건의 변경이나 새로운 자원 도입이 기반시설이나 

철도운영에 새로운 위험도를 초래하는 경우에 위험도를 

평가․통제하고 안전성을 검증․인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5.  교육훈련
직원의 자격능력 유지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책

6.  의사소통
조직내부, 필요한 경우 같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조직 사이의 

정보 제공 조치

7.  안전관련 정보
안전정보의 문서화 방법에 대한 절차와 규정형식, 그리고 핵심 

안전정보의 구성 관리를 위한 절차의 지정

8.  사고와 사건에 대한 대응
사고, 장애 및 위험사건을 보고, 조사, 분석, 필요 예방대책을 

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9.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 및 적절한 권한자와 협의한 경고 및 정보 연락 

계획의 마련

10. 내부감사 안전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내부감사 대책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철도안 문화지표는 안 정책  안 리더쉽,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변화 리 

 자기 진단, 학습 문화, 안 책임마인드로 구성되며 험도평가나 사고조사, 비상 응계획, 감사 등에 

한 사항은 상황  성격이 강하므로 설문을 한 시나리오로 구성하 다. 철도안 문화지표  이에 

한 설명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우리나라 철도안 문화지표  내용

철도안전문화지표 내   용

1.  안전정책 및 안전리더쉽

경영진의 안전관리 가시성

경영진이 승인한 안전정책의 안전문화 적정성

경영진의 안전관련 마인드 및 직장내 분위기 조성 등

2.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직원의 안전 논의 참여 여부

직원의 안전문화에 대한 경영진에의 접근성

직장내 신뢰 문화

안전정보 전달시스템

안전정보의 이해도

안전 우려사항의 기록, 조사, 완화 절차

안전우려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체계 등

3.  변화관리 및 자기진단

직원의 변화관리 참여

변화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

변화관리에 대한 직원 동기 부여 및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4.  학습문화

사고조사 시스템

사고에 따른 귀책 배정과정 및 징벌 절차

사고원인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등

5.  안전책임마인드

안전문화/풍토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우선 행동

성과 대 안전관리의 우선순위 평가

이례사항 발생시 안전책임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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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의 철도안 문화지표는 안 문화측정을 한 임직원 면담 는 설문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

이 되며 안 문화측정결과보고서 작성시에도 상기의 항목에 따른 계량평가결과와 함께 분석결과를 기술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면담 는 설문시에는 상기항목으로 구성된 설문항목보다는 임직원이 익숙한 

환경을 시로 하여 그 상황에서 임직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  분 기  경 진의 태도는 어떤지

를 질의하는 것이 보다 편안한 분 기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4의 철도안

지표에 의한 안 문화를 측정하기 한 시나리오를 표 5와 같이 구성하 다. 시나리오는 재 직장내 

안 리 황과 함께 작업장내에 안 우려사항이 발생한 경우, 작업장내 신규시설  차량 도입, 신규

노선의 신설, 신규직원의 임용 등 변경에 한 리가 필요한 경우, 작업 후 교  시 다음 작업자에게 

근무정보 는 안 우려정보를 달하는 경우, 방열차의 지체에 따른 후속열차의 시간제약, 개통시

의 임박한 경우, 사고  운행장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후의 처 상황 등 철도 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면담 는 설문자에게 이야기하고 련항목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련항목은 표 4의 철도안 문화지표와 연계하여 정량화된 수로 집계하고 정성 인 분석

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5. 철도안 문화 시나리오  평가기 , 철도안 문화지표와의 연계

철도안전문화 시나리오 평가 기준 철도안전문화지표와의 연계

[1] 안전관리

경영진의 안전관리 가시성

경영진 승인 안전정책/문화 적정성

직원의 안전 논의 참여 여부

안전문화/풍토 모니터링 시스템

1. 안전정책 및 안전리더쉽

2.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5. 안전책임마인드

[2] 안전 우려사항의 발생

안전우려사항 내부보고체계

직원의 안전관련 경영진 접근가능성

직장 내 신뢰 문화

안전 우려사항 기록, 조사 및 완화 절차

안전우선 행동

이례사항 발생시 안전책임의식

사고원인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2.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4. 학습문화

5. 안전책임마인드

[3] 변화관리

직원의 안전 논의 참여 여부

직원의 안전문화에 대한 경영진에의 접근성

직원의 변화관리 참여

변화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

직원 동기부여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3. 변화관리 및 자기진단

[4] 교대근무정보의 전달

안전 정보 전달 시스템

안전 정보의 이해도

직원의 책임 의식

2.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

5. 안전책임마인드

[5] 시간제약 및 비상상황

경영진의 안전관련 마인드 및 직장 내 분위기 조성

직원의 변화관리 참여

변화관리에 대한 직원 동기 부여

시간제약 및 비상상황 발생원인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피드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안전 우선 행동

성과 대 안전관리 우선순위 평가

이례사항 발생시 안전 책임의식

1. 안전정책 및 안전리더쉽

3. 변화관리 및 자기진단

4. 학습문화

5. 안전책임마인드

[6] 사고관리

경영진의 안전관련 마인드 및 직장내 분위기 조성

사고 조사 시스템

사고에 따른 귀책 배정 과정/징벌절차

피드백 시스템

안전우선 행동

성과 대 안전관리의 우선순위 평가

1. 안전정책 및 안전리더쉽

4. 학습문화

5. 안전책임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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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철도안 문화 수 의 결정

  3.3 의 철도안 문화 지표  시나리오에 따라 면담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한 기 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화학공정산업 등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기

을 사용하고자 한다. 화학공정산업에서 사용하는 안 문화수 을 결정하기 한 기 은 표 6과 같다

[10,11].

표 6. 철도안 문화 수 의 결정기

등  급 수  준 내  용

Ⅰ 등급 Not Yet

관련법상 준수해야 할 설비기준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조치만을 수행하고 있
으며 모든 조치책임을 안전담당부서에 전가하고 있는 경우

 
사고의 상당부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면서 사업주가 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

Ⅱ 등급
SOP Only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기준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과 안전운
전절차서 등 관리적인 노력을 병행

 
아직 문서화 단계일 뿐 현장 근로자에게 전파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Ⅲ 등급
SOP &Edu./Comm

(Education/Communication)

안전규정과 안전운전절차서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협력업체를 포함
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교육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 며 준수하도록 유도할 인센티브나 처벌 등의 관리대책
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Ⅳ 등급
SOP &Prac./Prom

(Practice/Promotion)

안전규정과 안전운전절차서가 작성되어 있고 현장 근로자들이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

 
인센티브나 처벌제도도 수립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장 근로
자들의 제안을 거의 수렴하고 있지 않은 경우

Ⅴ 등급
SOP, Edu./Comm 

&Prac./Prom

사업주부터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관리에 매우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본인 뿐 아니라 동료들의 안전까지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

 
안전규정 및 안전운전절차서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중간 관리자급이 해당 내
용을 현장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훈련을 통해 전달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도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경우

4.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 문화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하여 국내외 황, 특히 국 HMRI, RSSB의 안

문화 측정체계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 으며, 철도분야 외에 안 문화가 선도 으로 정착되어 있는 화학공정

산업의 체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환경에 합한 철도안 문화지표와 구성요소를 개발하 으

며, 이와 련된 면담  설문편의를 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시나리오와 철도안 문화지표를 연계시킴

으로써 시나리오에 의한 면담  설문 후 각 항목을 철도안 문화지표에 연계하여 정량, 정성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설문  면담결과를 토 로 철도운 기 의 철도안 문화 수 을 계량 으로 평가하기 

한 기   가 치 기 을 개발하여 향후 철도운 기 에서 쉽게 철도안 문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로세

스를 산화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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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철도안 문화를 측정하기 한 보다 구체 인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한 여러 가지 

로세스를 개발할 정이다. 이들 로세스는 철도안 문화 심사자에게 면담  설문을 한 여러 가지 편

의를 제공하기 해 툴킷으로 개발할 정이다. 구성된 설문항목  로세스를 활용하여 철도운 기  안

담당자  임직원에 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해 철도안 문화지표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할 것

이다. 한, 이 게 개발된 철도안 문화 측정기 을 기반으로 웹에서 자가측정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

축하여 철도종사자라면 구나 쉽게 근하여 자신 는 조직의 철도안 문화를 측정하고 조직의 철도안 문

화를 발 시킬 수 있도록 할 정이다. 이러한 로그램은 철도운 기 의 안 업무종사자들의  활용빈도가 

높은 철도안 정보종합 리시스템(철도안 포탈)에 탑재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철도안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험도평가기반의 안 리체계  SMS체계가 선행되

어 구축되어 활용되는 시 에 이러한 철도안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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