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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9001 도로교통안전(RTS)경영시스템 

ISO 39001 제정 배경 

전 세계의 인구 중 도로교통사고로 매년 130만 명이 사망하고 2천~5천만 명이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사 수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에 2004년 UN과 

WHO가  함께  United Nations Road Safety Collaboration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치명적인 도로교통사고 제거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의 정책 수립과 활동들이 최근 몇 년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표준 

강국인 스웨덴에서 처음 도로교통안전 경영시스템(Roa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하  RTS 경영시스템 ) 표준  제정을  추진하였고 , 2008년  participating 

countries로 28개국이 참여하고 observing country로 18개국이 참여한 ISO/TC 241가 

결성되어 5년 만에 RTS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9001:2012을 개발하였습니다.  

UNRSC에서 10년간 전세계 5백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the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11-2020) 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제시한 5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Road Safety management입니다. 

Road Safety management의 국가별 활동으로 권장한 시스템이 바로 RTS 경영시스템인 

ISO 39001입니다.  

UN이 지정한 RTS 경영시스템 



국내 도입 필요성 

○ 사업용차량 중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시내버스로 인한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6.3%,2.7%로 증가 

      *(전세버스)40명(’06년)→ 51명(’10년) 

    **(노선버스․시내버스)126명(’06년)→ 140명(’10년) 

○ 렌트카,전세버스,개인택시,위험물운송차량의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 증가 

      *(렌트카)연평균 11.0%(2,742건(’06년)→ 4,169건(’10년)) 

     **(전세버스)연평균 7.9%(836건(’06년)→ 1,134건(’10년)) 

    ***(개인택시)연평균 5.2%(4,659건(’06년)→ 5,699건(’10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추세 (출처 : 제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법규준수의식 향상으로 지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하게 감소하였으나, OECD 주요 가입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그 감소율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예방 활동과는 다른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접근방식인  
ISO 39001 이 필요! 

[현재 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안] 

도로교통안전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ISO 39001입니다. 이미 품질분야의 

ISO 9001, 환경분야의 ISO 14001을 통해서 여러 조직들이 ISO 경영시스템에 대한 효과

를 경험하였습니다. 조직 내의 여러 프로세스들을 통합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활동들을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 검증,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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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S 요구사항 

ISO 39001에서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존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중점을 둔「RTS 

성과요인(도로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TS성과요인은 위험노출요인, 최종안전결과요인, 중간안전성과요인, 추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상황에  맞는 

도로교통안전 대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ISO 39001 PDCA 

RTS 성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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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9001 도로교통안전(RTS)경영시스템 

조직은 왜 ISO 39001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가?  

 업무 시 사고 발생은 회사의 사업 기회 손실 및 고객 신뢰 이슈 문제 발생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손실리스크 축소 

 해당 국가 도로안전법 준수 +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해 조직 내 high risk의 많은 사례들의 상호관계를 파악 

 조직 내 도로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 접근방식 

ISO 39001 인증 장점 

 조직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 목표 달성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 목표를 중요하게 있다는 입증 

 경영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 구축 

 향상된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사고 감소로 인한 보험료 절감  

 ISO 39001 인증 기업이라는 홍보 효과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고객에게 회사의 안전 의식 책임 강조 효과 



다음의 사항을 희망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도로교통안전 성과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직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실행, 유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직  

 조직 내 도로교통안전방침의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직  

 조직 내 도로교통안전방침과 이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조직  

ISO 39001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예시 

① 승객ㆍ화물운송과 관련된 조직(버스, 택시, 트럭운송, 렌터카 등)  

② 손해보험사 

③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제정ㆍ규제와 관련된 조직(국가, 자치단체) 

④ 도로설계ㆍ시공ㆍ운용ㆍ보수와 관련된 조직(도로운영, 관리회사) 

⑤ 물류ㆍ영업ㆍ통근 시 자동차를 사용하는 조직 

    (공장, 창고, 물류서비스, 금융서비스 업 등) 

⑥ 운송수요가 발생되는 설비운영과 관련된 조직(주차장설계ㆍ관리회사 등) 

⑦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설계ㆍ제조ㆍ보수ㆍ검사와 관련된 조직 

    (자동차회사, 부품회사, 정비공장 등) 

⑧ 구급 구명 의료 준비와 관련된 조직(구급의료기관,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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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안내 

Beyond Quality  

Success with KFQ 

WHY KFQ? 

 ISO 9001  ISO 14001  ISO/TS 16949  OHSAS 18001 

 ISO 50001  TL 9000  ISO 22000  ISO/TS 29001 

 GMS  ISO/IEC 27001  ISO/IEC 20000  ISO 10002  

 KFQ 9004  ISO 29990  ISO 22716  EFfCI GMP 

KFQ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 1호 인증기관 

KFQ의 인증서비스 

www.kfq.or.kr   
인증상담: Tel. 02)2025-9052~4  FAX. 02)2025-9029 

150-8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3층 

www.kfq.or.kr   
인증상담: Tel. 02)2025-9052~4  FAX. 02)2025-9029 

150-8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3층 

KFQ는 국내 ISO 인증사업을 함께 해 온 국내 1호 인증기관으로서 국내외 전 산업분야에 
걸쳐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정보통신, 식품 등의 경영시스템인증을 선도적으로 보급해 
왔습니다.   

KFQ는 20여 년간 축적된 심사노하우를 바탕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최고의 심사원들로 구성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수준 높은 심사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