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스템: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나온 시간들을
체계적으로
복습하는 현재
윤윤진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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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할 것’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A systematic approach

누구나 학생이라면 선생님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충고일 것이

to managing safety, including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다. 이상적인 공부의 습관은 예습을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structures, accountabilities, policies and procedures.’

검토하여 수업에 임하고 수업 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복습

‘안전관리시스템은 필요한 조직적 구조, 책임소재, 정책과 과정을

하는 것이지만, 말처럼 실행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함한 광범위한 부분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시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신다. ‘시험에서 틀린 문제만이라도 꼭

도이다.’

정답을 체크해서 두 번 틀리지 않도록 할 것.’ 학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런 경험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

또한, 안전관리시스템은 4개의 주요 요소와 12개의 구성 요소(4

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때 예습과 복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

components and 12 elements)로 구성된다.2) 4개의 주요 요소는

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안전정책 및 목적(Safety Policy and Objectives), 안전위험관리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등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공들

(Safety Risk Management),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안전증

였던 학습의 주제가 ‘안전’이나 ‘재난’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우리

진(Safety Promotion)이다.

는, 또 우리나라는 어떤 학생일까?
SMS의 4 주요 요소 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의 유형을 크게 태풍, 홍수, 강풍 등의 자연재난

1> 안전정책 및 목적(Safety Policy and Objectives) : 이는 해당

인 재해와 교통사고, 화재 등을 포함하는 사회재난의 두 가지로

조직이나 국가 의사결정자의 안전 철학과 목표를 명기하고, 이

1)

구분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 재난

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구현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

(disaster)의 뒤에 흔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시스템’

이다.

이 미비하다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
면,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은 무엇일까?

2> 안전위험관리(SRM: Safety Risk Management) : 이는 위험
의 요인에 해당하는 위해 요인(hazard)를 식별하고 체계화 하

안전관리시스템(SMS)은 경영학에서 시작되어 은행, 병원, 원전,

며, 이를 활용하여 위험(risk)를 산정,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교통 등 이른바 고위험기관(High Risk Organization: HRO)에 도

경감조치 (mitigation)을 구현하는 것이다.

입되어 진화된 개념이다. 다양한 SMS중 가장 거대-복잡 시스템을
다루는 항공교통 분야의 경우 항공사고가 미치는 인명, 사회, 물질

3> 안전보증(Safety Assurance) : 안전보증의 개념은, 굳

적 파급효과를 반영하듯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에 관한 논의

이 직역을 하자면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와 연구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국

Assurance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안전에 관련된 위

제민간항공국(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

험이 제거되거나 충분히 저하되어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서 19번 째 부속서 ‘Safety Management’을 도입하고 우리나라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요

포함한 전 세계 체약국들에게 SMS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 발굴을 통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4> 안전증진(Safety Promotion) : 안전증진은 안전에 관한 효

해당 부속서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SM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과적인 소통, 지속적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Safety

고 있다.

Culture)를 도모하는 것이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14. 12
2 IATA Introduction to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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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위험관리이다

맞물려 안전시스템에서의 위해요소 발굴 및 위험 평가, 위험경감

안전관리시스템(SMS)의 4개의 주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을 통해 해당 조직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사

분야가 안전위험관리(Safety Risk Management: SRM)이며, 안전위

결정을 가능케 하는 엔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험관리(SRM)는 위해요인 식별(hazard identification)과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safety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의 두 가지 하위

위험평가에 있어서는 기존 시스템 안전분야(System Safety)와 시

요소로 구성된다. 안전위험관리(SRM)의 성숙도는 안전관리시스

스템 공학분야(System Engineering)에서 범용되는 기법들(5M

템(SMS)의 성숙도 또는 선진화 정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안전

model, Event Diagram, Case-based reasoning, Common Cause

관리시스템의 성숙 단계가 일어난 사고에 대한 조사 중심의 단계

Analysis, Hierarchical Task Analysis, Logic Diagram Analysis, Fault

(Reactive)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Proactive)를 거쳐,

Tree Analysis, Probabilistic Risk Analysis, Expert Survey)이 해당

궁극적으로는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단계(Predictive)로 진화하게

조직에 특성화된 지식이나 시스템 평가 기업(system evaluation

되는 것이 안전위험관리의 진화단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안전위

tool) 등과 같이 사용된다.

험관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안전보증(Safety Assurance)과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위험관리

안전보증

시스템 기술
(분석)

시스템 운영

문서, 컨텐츠

위해요인
식별

데이터 취득

구체적인 정보

리스크 분석

분석

분석

리스크 평가

시스템 평가

평가

리스크 조절

조정방안

행동・문제해결

안전위험관리와 안전보증간의 인터페이스
출처:미국FAA,www.f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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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의 중요성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 소개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선제적, 예측적 안전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데

ICAO 에 National Advisor로 활동하며 안전관리분야의 국제 논의

이터 소스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Data-driven Risk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Managemen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uthority: FAA)의 경우, 2007년 정부와 산업체 협력 이니

원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이 안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셔티브인 ASIAS(Aviation Safety Information Analysis and Sharing)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술이나 전산처리능

를 도입하여, 2015년 현재 약 185개의 데이터소스에 대한 통합적

력을 고려하면, 금방 해결 될 것같은 안전관리라는 분야가 아직

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통해 리스크의 감지, 분석 및 관리에 활용

도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세

3)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전세계 항공교통량 1위 인 미국 상업항공

계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의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

의 약 99%를 포함하는 거대 데이터이다. ASIAS는 항공사고 데이터,

전관리시스템이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나 화학공장 등에 적용된

준사고 데이터 등의 안전 데이터를 포함하여, 항공 관제, 기상, 항공

시스템과 같이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시스템 분석을 통한 위험

기종, 공항별 운항성능 데이터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DB를 포함하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교통, 행정부, 도시 등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운항편 당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모든 단

의 거대 조직(organization)에 적용되면서 관련 이론들이 매우 복

계를 기록해 놓은 비행데이터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FDR)

합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데이터, 안전자율보고 데이터 등 개별 항공사와 파일럿 및 종사자

는 실제로 복합적인 조직들을 이해, 분석, 관리하는데에 적합한

들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론의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고 분야의 특성
에 맞추어 전문화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용어정의(taxonomy)

고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커지는 단점을 낳은 면이 있다.

나 문법 구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플랫폼으로 구성된 데이터
(cross-platform)를 연결 통합하기 위한 기술개발들과 동반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필자는 종종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

어, 과거 개별 사건 사고별 발생 요인 분석이나 조치 위주의 안

축 및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나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실시

전관리에서 벗어나, 어떤 요인(hazard)이 어떤 환경 하에서

간 모니터링 등 단일 기술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을 듣게 된다. 이

(circumstance), 어떤 방식으로(trigger)를 통해 어떤 사건 사

러한 기술들은 분명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

고를(event) 유발하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 텔링(story-

이나, 우리는 ‘어떻게’(how)에 앞서 ‘무엇’(how)에 관한 고민을

telling) 방식의 위험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틀린 시험문제를 어떻게 다시 틀리지 않

・사고의 원인(cause)를 조사하여 원인제공자를 밝히는(finger

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그 문제를 왜 틀렸다는 것에 대한 명확하

pointing) 것에 주력하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상

고 솔직한 원인분석이 우선되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크

황에 대해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안전 지식’(safety

고 작은 사건・사고 및 재난에 관한 진실된 원인 분석, 상황 분석,

knowledge)를 생성함으로써 위험의 저감과 예방에 주력하고자

전개 과정별 혹은 요소별 재현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가장 발전

하는 것이다.

된 인공지능도 우리를 안전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거대 안전 데이터의 통합 분석은 다양한 통

이렇듯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점은 복잡하지도 새롭지도 않

계 모델 및 학습 이론 기법들이나,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의 시스템

다. 안전관리시스템이 4개의 주요 요소들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비롯하여 공간정보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

안전에 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기반으로 기술을 통해 인적, 조

한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개발 분야이다. 필자도 지

직적 허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전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난 4년 동안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매트릭스 기반 확률적 위험

것이 안전한 미래 사회로 진화하는 길이라는 점일 것이다.

3 출처: IATA Press Release No.50, De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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