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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EffectofKOTSA'sStandardServiceofVehicle
InspectiononCustomerSatisfaction

Chang-guk,Jeon

In currentsituation offierce competition,CustomerSatisfaction Management
whichproducesCustomerSatisfactionbysatisfyingcustomers'demandisatrend
forfirmstosurvive,grow anddevelop.
Aftershortreview oftheinstitutionofvehicleinspection,wewillseewhatthe
customerslikeanddislikeinKoreaTransportationSafetyAuthority'sservices.
Meanwhile,the contentof"PRAISE" in KOTSA's Internethomepage shows
employees'effort'stomaketheirbrandvaluableintermsoflong-run,notforjust
tools of making profits.The result of analyzing customers'writings shows
customerspreferdetailedexplanations,receivinggoodserviceandcorrectingservice.

Tofind outthewayofestablishingStandard ServiceofVehicleInspectionin
Korea society,firstwewillanalyzetheproblemsoftheinstitution ofvehicle
inspectionandcustomerreactiononStandardServiceofVehicleInspectionnewly
comeintoeffect.Finally,withreferencetoexamplesofothercountriesthisstudy
suggeststhewayofdevelopingStandardServiceofVehicle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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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교통안전공단은 1981년 7월 1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안전관
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
(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3185호,‘79.12.28)되어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 걸쳐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교육,계도,홍보,검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옴으로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
준과의 적합여부 확인으로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하며,배출가스와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공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제도
이다.그러나 형식적인 검사,자동차 제작기술에 뒤처지는 검사항목 등으로 자동차 검
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의 실효성 향상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동차검사가 되기 위
해 제작기술에 부응하는 검사장비의 도입과 고객중심의 검사항목 도입 등으로 자동차
검사 표준 서비스를 개발하고,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의 정착화 방안을 위해서 첫째,기존 자동
차검사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둘째,새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
사 표준 서비스의 고객반응을 분석하여 정착화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선진 외국의 사
례를 중심으로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교통안전공
단이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자동차검사제도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날로 상승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서비스 향상 요구에 부응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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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는 교통안전공단의 설립배경 등의 일반현황을 살펴보고,공단의 설립목적인 교
통안전관리의 효율화 도모와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안
전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일부분인 자동차검사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봄으로써,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참여관찰,경험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문헌으로는 ‘교통안전공단 25년사’와 ‘06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자동차 관리법’등을 활용하였으며,제5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자동차 관리제도와
자동차 검사제도 중에서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자동차 관리
제도와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내부자료 인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주로 인용 하였다.또한 15년 간 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면서
평소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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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교교교통통통안안안전전전공공공단단단의의의 현현현황황황

1.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동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이후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새로
운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기존공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공
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를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공기업론,유훈).

1)경제발전의 촉진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촉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민간자본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경험의 부족,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2)독점적 사업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도 독점적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철도
사업,통신사업,전력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3)공공수요의 충족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많이 있다.한국수자원
공사,주택공사,주택은행,국민은행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4)재정적 수요의 충족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고 있다.프랑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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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1811년에 담배의 전매사업을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1872년에 성냥의 전매
사업을 부가한 것은 재정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8년의 홍삼 전매법의 공포로 시작되어 1921년의 연초전매제도의
개시로 보강된 전매사업이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으며,전매청․전매공사라는 공기업이
1989년까지 존속하였던 것은 전매익금을 올리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5)역사적 유산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였다는 데 있다.한국전력공사는 귀속사업체였던
조선전업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남성전기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며,지금은 민
영화되었으나 대한통운주시회사 역시 귀속사업체였던 한국운수주식회사와 한국미곡창
고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다.대한석탄공사는 귀속 탄광을 모체로 한 것이며 대한주택
공사는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공기업의 상당수가 과거의 귀속사업체를 모체로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2.교통안전공단의 설립배경

1977년 11월11일 밤 9시,전북 익산(당시 이리)역에서 철도사상 유례가 없는 화약열
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59명의 사망자와 185명의 중상자,1158명의 경상
자,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 규모는 80억 원에 달했다.익산역 폭발사
고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당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
제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국가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었고 국
민들 역시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당시 익산역 화약열차 폭발사
고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최경록 교통부 장관과 김재현 철도청장이 사임하고,사건의 장본인인 H화
약의 신씨를 비롯한 15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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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폭발사고는 철도화물운송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또한 1970년대 후반 해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제일이라는 오명마저 따라 붙을 만큼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관리체제는 허술하기 그지없었다.특히 공로교통의 경우 안전관
리 업무가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상공부 등 10개 부처에 분산된 채 상호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을 펴나
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따라서 각 부처의 안전업무를 조정할 수 있
는 상위 정책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이러한 배경에서 교통
부는 1979년 2월 1일 교통안전제도 정비작업반을 가동했다.정비작업반에서는 우선 당
시 우리나라의 교통사건과 다발사고의 유형 및 원인 분석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
출하고,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의 교통안전 관리시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에 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시책방향의 설정 및 교통안전관리 체제를 구상하고 나아가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대책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업반원 중 일부는 미국의 교통안전원이
나 일본의 교통정책심의조정기구와 같은 전담기관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으나,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있던 당시의 여건상 실
현 가능성이 적어 이 의견은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이와 함께 교통부 안전
감사관실의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교통부 산하기관인 철도청과 해운항만청의
안전관리 기구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이 역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축소 정비 지향의 당시 분위기로 볼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었다.결국 교
통부 산하의 공사 또는 공단 형태의 교통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정부의 교통
안전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체제를 구성하고,교통안전에 관한 장기적인 총괄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통안전 업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
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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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안전공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공공기관을 분류할 때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준정
부 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속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98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그 동안 육상
ㆍ철도ㆍ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교통사고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중추적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1)연 혁
ㅇ 1979.12.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정 공포 (법률 제3185호)
ㅇ 1981.07.교통안전진흥공단 설립
ㅇ 1985.10.7개 지부 설치 (부산경남,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ㅇ 1987.05.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설립
ㅇ 1993.11.성능시험연구소 1단계 건설공사 준공
ㅇ 1995.04.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
ㅇ 2000.01.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업무개시
ㅇ 2002.05.자동차주행시험장 완공
ㅇ 2002.05.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ㅇ 2002.06.공단 본부 이전(서울 궁동 → 경기도 안산)
ㅇ 2004.01.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및 안전성 인증검사 업무 개시
ㅇ 2004.07.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교육 및 자격증 교부 업무 개시
ㅇ 2005.11.철도종합안전심사,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ㅇ 2006.01.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경영·서비스 평가사업 시행

2)설립목적
ㅇ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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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영목표 및 전략목표
〈그림 2-1〉경영목표 및 전략목표

경영목표

실효성있는실효성있는실효성있는실효성있는

교통안전사업교통안전사업교통안전사업교통안전사업 추진추진추진추진

성과와성과와성과와성과와 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

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 구축구축구축구축

미래지향의미래지향의미래지향의미래지향의

창의적창의적창의적창의적 인재육성인재육성인재육성인재육성

전략목표 11 사업간사업간사업간사업간 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 성과성과성과성과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사업간사업간사업간사업간 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 성과성과성과성과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

22 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 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 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 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 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

33 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확보로확보로확보로확보로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확보로확보로확보로확보로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

55 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 확보를확보를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 강화강화강화강화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 확보를확보를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 강화강화강화강화

교통안전사업 역량강화교통안전사업 역량강화

44 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 및및및및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개선개선개선개선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 및및및및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개선개선개선개선

경영목표

실효성있는실효성있는실효성있는실효성있는

교통안전사업교통안전사업교통안전사업교통안전사업 추진추진추진추진

성과와성과와성과와성과와 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

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 구축구축구축구축

미래지향의미래지향의미래지향의미래지향의

창의적창의적창의적창의적 인재육성인재육성인재육성인재육성

전략목표 11 사업간사업간사업간사업간 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 성과성과성과성과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사업간사업간사업간사업간 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연계강화로 성과성과성과성과 극대화극대화극대화극대화

22 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 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 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 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첨단기술 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연구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

33 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확보로확보로확보로확보로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교통수단의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확보로확보로확보로확보로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예방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

55 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 확보를확보를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 강화강화강화강화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 확보를확보를확보를확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 강화강화강화강화

교통안전사업 역량강화교통안전사업 역량강화

44 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 및및및및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개선개선개선개선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고객중심의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지원제도 및및및및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개선개선개선개선

4)기구 및 인원
ㅇ 기구 :본부(6본부․2센터․1연구원),성능연구소 /13지사,55검사소
ㅇ 인원 :정원 1,145명 /현원 1,145명(07년 9월 현재)



- 8 -

〈표 2-1〉기구표

자자자동동동차차차성성성능능능연연연구구구소소소

연구지원팀
시설관리
팀

기준연구팀
기 술 심 사
팀전 장 연 구
팀동력연구팀
충 돌 연 구
팀선 행 연 구
팀주행연구팀
미래차연구
팀

연연연구구구조조조정정정실실실

검검검사사사운운운영영영본본본부부부

안전검사팀
환경검사팀
검 사 정 책
지 원 팀
기술지원팀
특수검사팀

교교교통통통안안안전전전연연연구구구원원원

안전연구팀
조사분석팀
안전진단팀

교교교통통통안안안전전전교교교육육육
체체체 험험험 센센센 터터터
체험교육
장건립팀
안전교육
팀

항항항공공공안안안전전전센센센터터터

항 공 안 전
팀항 공 시 험
팀비 행 장 치관 리 팀

철철철도도도안안안전전전본본본부부부

철도심사팀
철도 안전
팀철도 기술
팀철도 면허관 리 팀
철도정보
관 리 팀

도도도로로로안안안전전전본본본부부부

대중교통
사 업 팀
안전관리
팀운전정밀검 사 팀
시험관리팀
지지지원원원사사사업업업
팀팀팀

경경경영영영지지지원원원본본본부부부

인 사 조 직
팀고 객 지 원
팀재 무 팀
시 설 팀

기기기획획획조조조정정정본본본부부부

경영기획
팀경영혁신
팀대외협력
팀경영정보
팀

홍홍홍 보보보
실실실

감감감 사사사 실실실 감 사 팀

이이이 사사사 장장장 감감감사사사 (비상임
)

이이이 사사사 회회회

비비비 서서서
실실실

연연연구구구지지지원원원실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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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통안전공단의 주요사업

(1)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
람의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경제적으로 돕고,피부양 가족 및
중증 후유 장애인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및 재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자동차 정기검사 등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①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를 말하며,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며,그 밖에 신규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임시
검사 등이 있다.
② 자동차 구조변경승인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로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③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
계․기구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검사.
④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는지 정기검사 시에 확인
하는 검사이다.
⑤ 삭도검사는 공중에 설치된 삭도(索道)시설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⑥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심사 및 검사는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설
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확보 및 성능을 유도하기 위해,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
하기 전 설계도면 상으로 성능과 안전도를 검사하는 안전도 심사,최초 설치 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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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사용검사,최초 설치 3년경과 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구분된다.

(3)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연구교육 및 지도진단 사업
① 철도 종합 안전심사,철도안전에 관한 지식보급,철도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
리,운전면허시험의 시행,운전면허증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철도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국제협력,철도교통사고의 예방
대책 강구,철도안전정보공유시스템의 관리 등이 있다.
② 항공 안전 사업 중 항공교통안전 조사․연구는 항공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안전관리 실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항이나 절차와 방법이 복잡한
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의 특성에 맞춰 정리한 실무참고서를 제
작하여 지원하며,또한 항공안전세미나를 개최하여 취약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
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렴하여 항공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③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보고제도는 항공기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
황,즉 항공기사고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인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또는 불안전한 상황을 말한다.항공 준사고보고
제도란 이와 같이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항공기사고로 발전될 수 있었던 항공
준 사고를 경험한 항공종사자들로부터 그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하여 분석한 후,
이를 항공 분야에 널리 전파하여 모든 종사자들이 사전에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항공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은 항공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써 운송용조종
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해 기종별로 자
격을 부여하여 특정 항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조종사,기관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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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기본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특정 기종의 업무
를 수행하려면 해당 분야 또는 해당 기종의 한정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⑥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시험은 초경량 비행장치와 조종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 14세 이상의
동력 비행장치 조종자와 회전익 비행장치 조종자를 대상으로 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⑦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는 동력 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기구류,패
러플래인,인력활공기,무인비행장치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주5일근무제의 정착과 더불
어 항공 레저스포츠 동호인이 크게 늘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이 급증하면서 항공사고
가 자주 발생하고 무질서한 비행형태가 빈발하는 등 안전 취약성이 부각되어 건설교통
부는 국민들의 항공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7월 25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사업
① 공단의 교통안전 지도업무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교통안전 지도업체 선정,교통안전지도 담당자 전문화교육,운
수업체 종사자 교통안전 의식제고,교통안전정보 서비스,교통안전계획의 수립,정부시
책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정부 교통안전실태 점검,지도서 제작 배
포,어린이교통안전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국민제안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수
행한다.
② 대중교통 조사 및 평가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
한 것으로 이 법에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
립 및 시행,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
원,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대중교통 현황조사,대중교통시책의 평가,대중
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으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완화하고,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한편,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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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안전교육원은 1983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운수업체 경영자,교통안전관리자,교통 관련 공무원,기업체 안전담당자,유치
원․초등학교 지도교사,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등에게 교통안전관리 기법과 교통안전
의식을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업체 의 교통안전관리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하
고 있다.
④ 교통안전진단제도는 차량이나 시설물이 교통행위에 이용될 때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안전저해요소를 규명하여 교통사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예방관리와 사후관
리로 분류된다.

(5)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등
① 운전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Accident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심리적 특성,생리적 특성,행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함사항을 검출하는 일
종의 적성검사로,결함사항에 대해 교정․지도함으로써 운전자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 서
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이 제도의 도입은 2003년 5월에 발생한 사상초유의 화
물운송집단거부 사태가 계기가 되었으며,운전자격 시험,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6)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연구 등
① 자동차성능시험 관련 정부위탁 업무의 수행의 일환으로 성능연구소는 정부위탁 사
업으로서 형식승인,확인검사,이륜차실측확인,완성검사,안전기준 적합 확인,안전시
험성적서 확인 및 형식승인 인증 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2003년 1월 2일 자동차
관리제도가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기인증 관련 기술 검토,
안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
②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리콜)제도는 자동차 제작 과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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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업자,조
립업자,수입업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도와 관련,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
하고 결함부분에 대해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
한다.
③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NCAP:New CarAssessmentProgram)는 자동차 제작자
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악화된 조건에서 충돌시험,전복안전성 시험 등을 시행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써,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차 안전 정책이다.

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의 비교

경찰청 산하기관이었던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
경했고,도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 교통안전성을 높이
기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운전면허응시자 교육,교통법규 위반자 교육,교통사
고자 교육,음주운전자 교육,교통안전 사회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 각종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등,무인교통단속 장비 등의 기술개발,검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교통사고 종합 분석,교통과학연구원과 TBN 한국교통방송을 산하에 두
고 있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또한 공단의 목적 사업이 교육․홍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안전관리에 한정된 이
미지를 주고 있고,너무 길어 국민에게 정확하게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도
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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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 제제제도도도의의의 변변변천천천사사사

1.자동차검사 제도란?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의2에 의거 자동차의 동일성과 적법성 및 구조장치의 안전성과 성능,배출가스,소음
등을 일정기간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범법차량
색출,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공해 예방을 위한 국가가 실시하는
유일한 자동차관리제도이다.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에 뒤처지는 검사항목․내
용과 형식적인 검사 및 자동차 정기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자동차검사
불편론이 확대되었으며 한 때 검사제도의 존치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또
한 1997.4월부터 자동차검사를 민간에서도 담당토록 이원화됨에 따라 검사를 영리목적
으로 이용하거나 과잉정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실검사가 사회적인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2.자동차 검사의 종류

자동차 검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
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 종류를 살펴보
면,
1)신규검사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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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1)

1)일반기준 및 방법

(1)자동차의 검사항목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
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다만,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차상태에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2)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다만,자동차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능·서
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
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자기인증(제원표)또는 구조변
경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②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배기관의 열림 방향,경적음,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
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자동차의 전조등이 4등식일 때 좌·우 각 1개씩 주행빔의 광도,광축을 측정한 때
나머지 전조등의 경우
④ 「소방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
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⑤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의 출장검사인 경우
⑥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2)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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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가.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
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
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상태가 양호
한 것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나.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뒤오우
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
의 거리)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
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여부 확인

다.원동기

(1)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
상음이 없을 것

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2)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것

(4)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
이 없고,유량이 적정할 것

윤활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5)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
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
이 없을 것

냉각계통의 손상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라.동력
전달장치

(1)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 확인추
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여부 확
인

(2)클러치페달 유격이 적정할 것 페달유격의 적정여부 확인

마.주행장치

(1)차축의 외관,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고,수
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
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휠 및 타이어의 손
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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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
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타
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타이어의 요철형 무늬 깊이 및 공
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3)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버스의 앞
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
하지 아니할 것

재생타이어 정착여부 확인

(4)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 및 시외
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튜브가 없는 타이어의 장착여부 확
인

바.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
음·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 등 조
종장치의 작동 확인

사.조향장치

(1)조향륜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
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 미
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2)조향계통의 변형·느슨함 및 누
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여부 확인

(3)동력조항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
할 것

동력조항 작동유의 유량 확인

아.제동장치

(1)제동력
(가)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

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
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퍼센트(뒷축의 제
동력은 당해 축중의 20퍼센
트)이상일 것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
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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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일 차축의 좌·우차륜 제동
력의 차이는 당해 축중의 8
퍼센트 이내일 것

(다)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
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가 견
고하여야 하고,손상 및 마멸
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기름
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
등의 누출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
이 적정한지 여부확인

(3)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
기로 측정

자.완충장치
균열·절손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
을 것

스프링·쇽업쇼버의 손상 및 기름등
의 누출여부 확인

차.연료장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가)연료장치의 작동상태,손상·변
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
인

(나)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
료누출여부를 확인

(다)연료의 누출여부 확인(연료탱
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
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
한 연료누출여부 포함)

카.전기장치

(1)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
태가 양호할 것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2)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
태가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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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체
및 차대

(1)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
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
을 것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2)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
상·변형이 없을 것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
상태 확인

(3)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
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
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최
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
명)표시 확인

(4)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파.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여부 확인

하.승차장치

(1)좌석·승강구·조면·통로·좌석안전
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파손되어 있지 않으
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면·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
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2)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승합자동
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
지지대의 설치여부 확인

(3)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
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입석이 허용된 자동차의 손잡이 설
치상태 확인

(4)일반시외,시내,마을,농어촌버
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
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일
것

일반시외,시내,마을,농어촌버스의
하차문 발판에 승객이 있는 경우
하차문이 열리는지와 하차문이 열
린상태에서 원동기 가속페달이 작동
되지 않는지 여부확인

거.물품적재
장치

(1)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2)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3)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를 확인(변경이 있는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 20 -

너.창유리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
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여부 확인

더.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1)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안
전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
기로 측정

(2)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
변형·부식이 없을 것

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여부
확인

(3)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여부확인

러.등화장치

(1)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칼로미
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2등식 :1만5천칸델라 이상
(나)4등식 :1만2천칸델라 이상

좌·우측 전조등의 광도와 주광축의
진폭을전조등시험기로 측정(2)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

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단위 :
센티미터)

구분 상 하 좌 우
좌측 10 30 15 30
우측 10 30 30 30

(3)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
에 이상이 없고,손상이 없어야
하며,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
합할 것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비상
점멸표시등·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의 확인

(4)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금지등화가 없을 것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여부
확인

머.경음기 및
경보장치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경적음·
싸이렌의 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의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여부 확인
경적음 및 사이렌음의 크기를 소음
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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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야확보
장치

(1)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
을 확인할 수 있고,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사경·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
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2)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서.계기장치

(1)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2)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
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
기로 측정

(3)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의 설치상태가 양호 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의 설
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어.소화기 및
방화장치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
을 것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저.내압용기
용기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견
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용기의 변형
이 없을 것

용기 등이 고압가스관련법령에 의
한 합격품여부,설치상태 및 변형여
부 확인

처.기타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1)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다만,「자동차안
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제8조에 따른 최대안전경
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2)임시검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정기검사 중 환경관련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5조 및 제
91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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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사표2)

〈그림 2-2〉자동차검사표

2)자동차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소유에 관한 사항과 차체제원,하대제원등 차량 제원에 관한 항목이
기록되며 검사자 날인 란이 있고,검사항목은 1부(동일성확인,동력전달,주행장치 등22개 육안검
사항목),2부(사이드슬립,배출가스,제동력,전조등,속도계,소음등으로 기기검사 6개 항목)로 구분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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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검사 제도의 변천사

우리나라 자동차검사는 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 131호로 제정된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에 의해 처음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시초였다.
광복 후에도 이 취체규칙에 의해 내무부 경찰기관에서 검사를 주관해 왔으나,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2호로 도로운송차량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자동차검사소 시설을
민간인에게 허가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했다.이때 대행자는 자기자본으로 도로운송
차량법에서 정한 공지(空地),건물,검사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당시인 1962년에 1차로 검사대행 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은 32개소였으나,자
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추세에 따라 검사소도 전국에 51개소로 확대되었으며,검사대행
업자도 32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나면서 자동차검사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
지기 시작했다.이를 인지한 정부는 1973년에 민간인 대행의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일
제 점검을 실시하여 다수의 부조리 사항을 적발함에 따라 검사제도의 쇄신론이 대두되
었다.전국의 자동차검사 대행업자들은 그 방안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전 검사소
를 통합하여 출자사원 44명으로 구성된 단일 법인체로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하여 교통부는 1974년 8월 27일 이 법인체의 명칭을 유한회사 한국자동차검사
대행공사로 정하고 자동차검사 대행 사업을 허가했으며,이에 따라 1974년 9월 10일
이 회사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는 1975년 1월 1일 자동차검
사 대행 업무를 시작하여 1981년 6월 30일 대행업무 허가가 취소되기까지 6년 반 동안
이를 전담 시행해왔다.그런데 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는 발족 직후,그때까지 민간인
대행자들이 사용해 왔던 노후한 검사소 시설과 검사기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부실검
사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검사시설과 기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서울과 대도시에 현대화된 검사시설과 기기를 갖춘 대단위 검사소를 건설하도록 계획
하였다.그러나 1978년 3월 27일 서울 강동구 방이동에 동부 대단위검사소를,1980년 5
월 29일 서울 도봉구 하계동에 북부대단위검사소를 건설했을 뿐 기타 도시는 이를 추
진하지 않음으로써 검사소 현대화 건설계획의 시행은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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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첫째,조직 및 인적 구성면에
서 정부의 자동차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편성체제로 운영되지 못하여 정
부 행정력의 구현이 곤란했다.즉 대행공사와 출자사원,그리고 검사요원과 행정요원이
각기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검사원과 행정직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인사관리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었다.둘째,자동차검사제도는 수검차량의 구
조와 장치 등이 도로운송차량법 및 보안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
인하는 법적 절차로써,검사과정은 공정 정밀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다.그렇게 하
기 위해서는 검사기기를 자동화하여 육안검사에 따른 검사원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검
사의 공신력을 제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행공사의 검사기기 자동화계획이 지연되
어 검사와 연관된 각종 부조리가 성행한다는 사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다.당시 대행
공사에서 보유한 검사기기 77개 진로 중에서 60개 진로가 노후한 재래식 기기였으며,
심지어 검사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출자사원도 26명에
이르러 공정검사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다.셋째,검사수수료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전국 47개 검사소에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는 전액 대행공사에 입금되어 매월 결산
후 총 입금액의 48%～57%를 출자사원에게 검사소 시설사용 위탁료 명목으로 지급하
고,여기에 이익배당금까지 할당 지급하는 등 영리추구를 중시하는 사기업의 모습으로
변모되어가고 있었다.반면 엄정검사를 위해 필연적으로 선행해야 할 검사소 시설의
현대화와 기기의 자동화에는 투자를 기피하여 검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
과 계획추진에 큰 자질을 빚고 있었다.그리하여 감사원에서는 1980년 9월 한국자동차
검사대행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이 드러났다.
첫째,검사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의 만연으로 검사요원 비위사례가 적발되어 23명이
해임 조치되었고,둘째,검사소 시설과 검사기기의 현대화가 지연되어 자동차보안도의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검사요원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했으며,셋째,한
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는 자동차검사소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출자사원에게 위탁료 및
이익금을 과다지급하면서도 검사소의 신설 및 기기현대화 등의 투자에는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검사요원의 처우개선도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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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원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에서
계속하여 자동차검사 업무를 대행할 경우 자동차의 안전도유지가 우려됨은 물론 자동
차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어 자동차검사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
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10월에는 당시의 검사제도 내용과 문제점,그리고 대책을 담아 대통
령에게 보고했다.그 결과 자동차검사 업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3)
이에 따라 교통안전진흥공단(현 교통안전공단)이 발족되고 1981년 7월부터 자동차검
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자동차검사제도는 교통
안전공단 일원화 체제를 유지했다.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검사수요는 빠
른 속도로 증가했으나,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및 시설의 확보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
고 지역적으로도 편중현상을 보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따라서 정부는 이용자
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검사기관을 이원화하여 검사시설 및 검사소를 대대적으로 확충
하기로 하고 1995년 12월 20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법 개정의 핵심
은 1997년 4월부터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외에 일정시설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정비사업자도 비사업용 자동차에 국한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수행자를 확
대․이원화한다는 것이었다.이에 그치지 않고 1999년1월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범위를 사업용 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제도는 이원화와 더불어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4)

3)교통안전공단,2006,「교통안전공단 25년사」 pp126～128
4)교통안전공단,2006,「교통안전공단 25년사」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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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도도도

제제제 111절절절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도도도 조조조사사사

1.고객만족도 조사 배경 및 목적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
본 고객만족도 조사는 위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불만사항 등을 조사함으로써 취약요인,개선과제 발굴,선도서비스 개발을 통해,향후
교통안전공단의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3-1〉고객만족도 조사 배경 및 목적

고객중심 경영활동

성과 분석

최근 1년 내 이용한

RPG 게임은 무엇인가?고객 Needs의

정확한 파악

고객만족지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발

고객만족도고객만족도고객만족도고객만족도 향상향상향상향상 & & & & 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경영혁신 기여기여기여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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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

본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마케팅 리서치에 의뢰하여 우리나
라 전국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52개 검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06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의 보고서를 인용하였고,조사연구대상은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원하는 고객을 대
상으로 1160부의 설문을 받은 것이며,표본추출방식은 서비스 혜택에 따른 할당 표본
추출방식으로 실증분석에 사용되었으며,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을 대상
으로 현장면접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표본의 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표본 구성

구구구분분분 검검검사사사소소소 표표표본본본수수수 구구구분분분 검검검사사사소소소 표표표본본본수수수

서울지사
강남 40

광주전남지사
광주 30

성산 75 목포 20
노원 55 여수 15
구로 25 순천 15

경기남부지사

수원 25

대전충남지사

대전 25
안양 40 신탄진 20
성남 25 천안 15
서수원 20 공주 15
시흥 15 홍성 15
용인 20

인천지사
인천 25

경기북부지사
의정부 25 부천 30
고양 20 서인천 15
남양주 15 울산지사 울산 15

부산경남지사

해운대 40
전북지사

전주 20
창원 35 군산 15
주례 30 정읍 15
사하 20 남원 15
진주 15

대구경북지사

이현 35

강원지사

춘천 20 수성 30
원주 15 포항 20
강릉 15 경주 15
동해 15 구미 15
태백 15 안동 15

충북지사 청주 15 거창 15
충주 15 영주 15

제주지사 제주 15 문경 15
표표표본본본수수수 1111116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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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차원 및 세부요소

1)CSI(CustomerSatisfactionIndex)산출체계

<그림 3-2>CSI체계도

차원차원차원차원

요소요소요소요소

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
항
목
1

항
목
2

항
목
3

항
목
4

항
목
5

항
목
6

상품내용상품내용상품내용상품내용

및및및및 구색구색구색구색

상품효용상품효용상품효용상품효용

및및및및 가치가치가치가치

상품관리상품관리상품관리상품관리

및및및및 개선개선개선개선

업무처리업무처리업무처리업무처리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인적인적인적인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정보정보정보정보

제공제공제공제공

고객고객고객고객

편의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채널이용채널이용채널이용채널이용 공정성공정성공정성공정성 신뢰성신뢰성신뢰성신뢰성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공익성공익성공익성공익성

상품품질상품품질상품품질상품품질 전달품질전달품질전달품질전달품질 환경품질환경품질환경품질환경품질 사회품질사회품질사회품질사회품질

…

CSICSICSI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차원 별
중요도 산출

,
1 p

n

p p WSCSI ⋅=∑ =

S: 차원 만족도, W : 차원 중요도, n: 세부차원 수

요소 별 중요도 산출

산술평균

  2)공단 인식에 대한 CSI기여도 분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고객의 인식 평가를 통해 각 항목이 CSI에 기여하는 정도를 산
출하여,향후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등 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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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SI기여도 분석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변화변화변화변화변화변화변화변화

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

호감도호감도호감도호감도호감도호감도호감도호감도

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 대비대비대비대비대비대비대비대비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전반적전반적

만족도만족도

 4.질문문항 구성

1)상품품질
상품품질 문항의 경우 대 고객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총칭하는 항목위주로 질
문을 구성하였으며,상품품질 하위 요소로는 상품내용 및 구색,상품효용 및 가치,상
품관리 및 개선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4〉상품품질

상품상품상품상품 내용내용내용내용 및및및및 구색구색구색구색

상품상품상품상품 효용효용효용효용 및및및및 가치가치가치가치

상품상품상품상품 관리관리관리관리 및및및및 개선개선개선개선

서비스 항목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분

류되어 있다

업무 내용이 체계적으로 시스템 화 되
어 있다

서비스의 범위가 다양하다

서비스의 내용이 정확하다

서비스가 주기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수료가 적당하다

제공받은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기기가 현대적 장비로 갖추어져 있다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각 문항은 각 팀의

사업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히

재구성하여

개발/반영함

측정측정측정측정 항목항목항목항목 예시예시예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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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전달품질
전달품질 문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 위주로 질
문을 구성하였으며,전달 품질의 하위 요소로는 업무처리 프로세스,인적 서비스,정보
제공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5〉전달품질

업무처리업무처리업무처리업무처리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인적인적인적인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정보정보정보정보 제공제공제공제공

서비스 신청/접수 방법 및 절차가 간편하다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사전 안내문 통보 시기가 적절하다

업무 수행 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가 친절하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고객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준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잘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 후 충분한 설명과 방법을 알려준다

제공되는 정보는 체계적으로 잘 전달된다

각 문항은 각 팀의

사업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히

재구성하여

개발/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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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업무처리업무처리업무처리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인적인적인적인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정보정보정보정보 제공제공제공제공

서비스 신청/접수 방법 및 절차가 간편하다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사전 안내문 통보 시기가 적절하다

업무 수행 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가 친절하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고객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준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잘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 후 충분한 설명과 방법을 알려준다

제공되는 정보는 체계적으로 잘 전달된다

각 문항은 각 팀의

사업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히

재구성하여

개발/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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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품질
환경품질 문항의 경우 공단/지사/검사소의 환경적 측면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위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환경 품질의 하위 요소로는 고객
편의시설,이미지,채널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6〉환경품질

각 문항은 각 팀의

사업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히

재구성하여

개발/반영함

고객고객고객고객 편의편의편의편의 시설시설시설시설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채널채널채널채널 이용이용이용이용

시설 환경이 쾌적하다

고객편의시설이 청결하다

해당 부서를 찾기 쉽다 (안내원, 게시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업무 담당자의 복장 및 용모가 단정하다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담당자와의 접촉이 용이하다

민원 등의 접수가 편리하다

자료 제공 채널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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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고객고객고객 편의편의편의편의 시설시설시설시설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채널채널채널채널 이용이용이용이용

시설 환경이 쾌적하다

고객편의시설이 청결하다

해당 부서를 찾기 쉽다 (안내원, 게시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업무 담당자의 복장 및 용모가 단정하다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담당자와의 접촉이 용이하다

민원 등의 접수가 편리하다

자료 제공 채널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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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품질
사회품질 설문항목의 경우 제공받은 서비스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위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사회 품
질의 하위 요소로는 공정성,신뢰성,안정성,공익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7〉사회품질

공정성공정성공정성공정성

신뢰성신뢰성신뢰성신뢰성

공익성공익성공익성공익성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서비스 처리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된다

직원의 윤리의식/도덕성이 높다

서비스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유지된다

교통사고 예방 향상에 기여한다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항공사 인력수급에 기여한다 (항공시험팀의 경우)

각 문항은 각 팀의 사업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히

재구성하여 개발/반영함

측정측정측정측정 항목항목항목항목 예시예시예시예시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업무의 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한다

고객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검사소의 경우)

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객객객만만만족족족도도도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1.전체 CSI(CustomerSatisfactionIndex)분석
〈그림 3-8〉전체CSI분석

81.3
85.384.5

88.7

공단전체공단전체공단전체공단전체 안전검사팀안전검사팀안전검사팀안전검사팀

2005년 2006년05년 대비 증가

05년 대비 감소

05년 대비 증가

05년 대비 감소

※ 개선도 : 절대점수 변동 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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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분야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88.7점으로 공단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전년 CSI대비 3.4점 상승하였다.

   2.검사소별 CSI분석

〈표3-2〉검사소별 CSI분석

검검검사사사소소소
222000000666년년년 222000000555년년년

증증증감감감
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여수 1 96.0 6 92.3 3.7
공주 2 95.7 15 88.1 7.6
진주 3 95.5 4 94.8 0.7
부천 3 95.5 14 88.5 7.0
남원 5 95.2 17 87.3 7.9
창원 6 94.2 12 89.3 4.9
정읍 7 93.9 23 85.9 8.0
고양 8 93.7 27 84.6 9.1
수성 9 93.6 11 89.4 4.2
성산 10 93.2 29 84.4 8.8
제주 11 93.1 31 84.3 8.8
성남 12 92.8 17 87.3 5.5
남양주 13 92.6 1 99.1 -6.5
거창 14 92.3 2 95.5 -3.2
광주 15 91.7 37 82.2 9.5
사하 16 91.3 22 86.0 5.3
홍성 17 91.1 36 83.1 7.9
문경 18 90.4 7 91.1 -0.7
강남 19 89.4 2 95.5 -6.1
노원 20 89.3 34 83.9 5.4
영주 21 89.2 16 87.9 1.3
전주 21 89.2 21 86.3 2.9

※ 음영표시 :전년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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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검검사사사소소소 222000000666년년년 222000000555년년년 증증증감감감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순순순위위위 점점점수수수
경주 23 89.1 10 90.7 -1.6
태백 24 89.0 47 78.2 10.8
순천 25 88.8 39 80.7 8.1
안동 26 88.7 32 84.2 4.5
구미 27 88.6 38 81.2 7.4
용인 28 88.4 - - 88.4
해운대 29 88.2 35 83.6 4.6
목포 30 88.0 42 79.2 8.8
인천 31 87.7 25 84.8 2.9
의정부 32 87.6 46 78.5 9.1
대전 32 87.6 29 84.4 3.2
춘천 34 87.4 41 80.1 7.3
울산 35 87.3 48 76.6 10.7
서수원 36 86.6 28 84.5 2.1
신탄진 37 86.2 44 78.9 7.3
수원 38 86.0 24 85.4 0.6
시흥 39 85.3 49 75.3 10.0
충주 40 84.8 5 93.2 -8.4
포항 41 84.1 13 89.1 -5.0
안양 42 83.8 7 91.1 -7.3
주례 42 83.8 32 84.2 -0.4
강릉 42 83.8 25 84.8 -1.0
원주 45 83.7 42 79.2 4.5
이현 46 83.4 9 91.0 -7.6
청주 47 82.4 40 80.2 2.2
구로 48 82.3 44 78.9 3.4
동해 49 82.1 51 69.9 12.2
서인천 50 82.0 20 86.8 -4.8
군산 51 81.1 19 86.9 -5.8
천안 52 76.1 50 75.2 0.9

검사소별 고객만족도 지수 순위를 보면,1위 여수검사소,2위 공주검사소로 나타났다.
두 검사소 모두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코너에 다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으며,특
정 직원에 대한 칭찬의 글도 많았지만 검사소 전체를 칭찬한 글도 다수였고,실제로
‘칭찬합시다’코너에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온 검사소의 CSI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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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만족도
〈그림 3-9〉차원만족도

자동차검사

공단전체

88.7 

84.5 

종합만족도

89.7 

84.8 

전달품질

87.5 

83.2 

환경품질

89.1 87.6 

85.6 83.1 

사회품질상품품질

자동차검사

공단전체

88.7 

84.5 

종합만족도

89.7 

84.8 

전달품질

87.5 

83.2 

환경품질

89.1 87.6 

85.6 83.1 

사회품질상품품질

88.7
87.6

89.7

87.5

89.1

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

※ 음영 표시 : 취약 항목

공단전체의 종합만족도 84.5보다 자동차검사 분야의 종합만족도가 88.7로 높게 나왔으
며,자동차검사 분야 중 전달품질이 89.7로 가장 높고,검사소의 환경,검차장 환경 등
의 환경품질은 87.5로 가장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4.요소 만족도
〈그림 3-10〉요소만족도

공단전체의 요소만족도에서는 전달품질의 인적서비스가 91.0로 가장 높고,낮은 항목
으로는 상품품질의 상품효용 및 가치가 공단전체는 83.8,자동차검사 분야는 79.7로 가
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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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의의의 주주주요요요 개개개선선선과과과제제제

1.개선과제 총평

자동차검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공익성,상품내용/구색,업무처리프로세스,인적서비스 등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청결상태에
대한 지적이 다수 언급되었다.마지막으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은 69.9%로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나 검사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림 3-11〉개선과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점진개선점진개선점진개선점진개선

지속유지지속유지지속유지지속유지

중중중중
요요요요
도도도도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공익성

안정성

신뢰성

공정성

채널이용

이미지

고객편의시설

정보제공

인적서비스

업무처리프로세스

상품관리/개선

상품효용/가치

상품내용/구색

유지강화유지강화유지강화유지강화중점개선중점개선중점개선중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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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자동차검사의 문제점

기존 자동차 검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수수료가 비싸
다”는 의견이 약 7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으나,검사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
항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검사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불편으로 해석되며,
차후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되고,수수료 인하가 된다면 다소 누그
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고객의 불만의 소리는 “자동차검사를 통해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로 검사가 형식적이고,무슨 검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가 차지했고,그다음
으로는 차지하는 비율이 대동소이하나 다음과 같은 고객 불만의 소리들이 있었다.
“차량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다”,“검사 후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접수
부터 판정까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고객응대 태도가 불친절하며,고객 요구사항
해결에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다”,“접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현장에 접수대 설
치를 희망”,“간단한 수리정도는 검사소에서 가능했으면 한다”,“전문 기술 및 장비 부
족과 검사장비 개선이 필요하다”,“편의시설이 부족하고,소음이 심하다”등이 있었다.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자 노력했고,기존 자동차 검사 제도가 운행자동차의 최소 조건을 기준으로 합(合)․부
(否)판정 위주에서 벗어나 자동차의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수검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를 2007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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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 표표표준준준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제제 111절절절 도도도입입입배배배경경경

그간 자동차검사가 자동차의 기술향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검사항목 유지와 새로운 자
동차검사기기의 개발미흡,자동차성능 및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검사방법에 대한 개선노력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증대되고,종종 자동차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 되기
에 이르렀다,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의 실효성 향상과 국민으로부터 신
뢰받는 자동차검사 업무가 되기 위해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를 개발하였다.또한 고
객중심의 검사항목 및 방법을 개발하고,제작기술에 부응하는 검사장비의 도입 및 개
발 등을 통해 검사의 질을 높여 자동차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성숙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여 검사의 생산성 제고와 업무의 효율
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 표표표준준준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및및및 시시시설설설별별별 검검검사사사항항항목목목

1.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자동차의 성능향상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전자제어 장치와 주요부품의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자동차검사
통합시스템’5)구축과 자동차진단 첨단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자동차 검사전문 인력이
검사항목과 ‘기능종합진단서비스’항목을 표준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정기검사와 배출가스정밀검사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동차등록정보,보험가입정보,리콜정보 등과 연
계하여 자동차 검사 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또한 인터넷을 통한 검사 예약서비스와
기능종합진단 결과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검사정보를 통계화하여 차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문제점 등을 향후 자동차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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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능종합진단서6)발급 서비스
〈그림 4-1〉기능종합진단서 1쪽 전면

6)사람도 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종합건강진단을 받듯이 자동차 역시 이러한 정밀진단을 각종 첨단 장
비를 이용하여 종합 진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차량 상태가 상세히 기재된 ‘기능종합진단서’는 앞
바퀴 정열 상태,타이어 상태,제동력의 적합여부,전조등의 밝기,비추는 방향,배출가스 상태와 속
도계 지시 이상 유무를 기록하며,고객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조회․출력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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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기능종합진단서 1쪽 후면7)

7)후면에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퓨즈가 끊어졌을 때 등 차량응급조치 요령과 자동차 주요
부품과 소모품의 관리주기를 표시하여 차량운전자들의 실질적인 차량관리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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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기능종합진단서 2쪽 전면8)

8)2쪽 전면에는 각종 센서의 자기진단 결과와 육안검사 항목,서비스 항목,평소 차량 관리중
궁금한 고객의 의견을 기록하고,그에 대한 답을 적는 칸,종합진단결과를 기록하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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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기능종합진단서 2쪽 후면9)

9)2쪽 후면에는 진단항목,결과와 기술적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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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기에 의한 추가 표준서비스 제공
전 축의 사이드슬립 검사10)검사 뿐 만아니라 주행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뒷바퀴 휠
얼라이먼트 변형량을 검사기기를 통해 확인해 주고,제동력시험 측정값을 알기 쉽게
표기(앞 축,뒷 축,차량중량의 중량을 표시,측정값을kg,%로표시)함.

3).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각종센서 점검
전자제어 자기 진단기를 이용하여 각종센서의 고장유무를 점검 해주는 서비스로 엔진
계통의 산소센서,스로틀센서,변속기 계통의 차속센서,에어백 계통의 속도센서,ABS․
TCS계통의 조향 휠 각센서 등 총 187개의 센서를 점검함.

4).관능(육안)검사 표준서비스 제공
기존 자동차검사와는 다르게 육안검사 항목이 대폭 늘었으며,그 내용으로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량 확인,타이어공기압 확인 및 보충 서비스 및
타이어 마모상태 및 교환주기 제시,워셔액 보충,각종 오일점검을 통한 내부 부품 손
상 유무확인, 냉각수점검,부동액 비중 측정,브레이크 오일 수분점검 등의 항목이 추
가 되었다.

5).인터넷 예약 서비스 시행
고객의 자동차 검사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www.kotsa.or.kr)한 후 자동차검사 예약화면에서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한 후,희망하는
일시와 검사소를 선택해 예약하고 인터넷 결재(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시 1,200원 할인
이 되며,검사 당일에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고 검사예약 전용라인으로 가서 차를 검사
원에게 인계 후 고객대기실에서 모니터로 검사과정 확인하고,내차 상태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0)사이드슬립검사란?앞바퀴 정렬상태를 알기 위한 검사로 자동차가 1km 주행 시 발생하는 좌․우
편차를 미터로 나타내며 타이어의 편마모등을 알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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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 사용
기존 검사표 대신사용하며,차량의 제원,원동기․변속기오일 오염상태,타이어․브레
이크패드 마모,냉각수,배터리 상태 등을 체크하며,브레이크오일 수분도,원동기 이상
음,변속기 누유 등 그 밖의 육안검사의 항목을 체크하고,그 결과를 수검자에게 제시
함으로써 차량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4-5〉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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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사 시설별 검사항목
〈표 4-1〉검사 시설별 검사 항목

검검검사사사
순순순서서서

검검검사사사
시시시설설설 적적적용용용검검검사사사 검검검 사사사 항항항 목목목 진진진단단단서서서비비비스스스 항항항목목목

①
정기/배
출피트

정 기
및

배출가스

-동일성 확인
-타이어 마모 및
타이어 공기압점검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정상상태 확인

-하체 각부 점검
-소음기 점검
-오일상태 점검

-자기진단기를 통한 센서
상태점검(변속기․에어백․
ABS등)
-내시경카메라를 이용한 정
밀진단(브레이크 디스패드마
모량확인 등)
-브레이크오일 수분측정기
를 통한 점검
-배터리 전압 측정
-냉각수 보충
-소모성부품교환 시기안내
(엔진오일․타이어 등)

② 동력계 배출가스
-배출가스
-원동기 출력 및 회전수

③ ABS 정기
-앞 차륜 정렬
-앞뒤 제동력 측정
-속도계오차(40km/h)

-뒤 차륜 정렬
-휠의 변형여부
-에어컨(히터)점검

④ 전조등
시험기 정기

-전조등 광도 및 광축
-각종 등화장치 상태

-전조등 광축 교정
-전구 및 퓨즈 교환

⑤ 고 객
대기실

정기
및

배출가스

- 정밀검사결과표/기능종합진
단서 발급 및 설명
-검사유효기간 갱신
-자동차등록증 교부
-검사결과 입력

-수검자 설명
-바코드 고객차량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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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개선 노력과 성과

1.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개선 노력

일선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실 환
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기존 미진한 부분으로 꼽히던 검차장 환경에도 노력을 기울
여 고객대기실을 카페수준으로 단장하고 수검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공단 홍보물,단행
본,커피와 음료 등을 제공하였으며,검사과정 모니터를 설치하여 자동차 검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며,각종 엔진오일,자동변속기 등의 오염상태를 알 수 있도록 샘플을
전시 해 놓았으며,수검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엔진 및 변속기 등의 교보재와 자
체 제작한 검사 홍보 만화를 전시함으로써 차량의 구조와 검사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1)모범사례 1

<그림 4-6>고객대기실 <그림 4-7>오일 샘플 및 촉매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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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범사례 2

구미검사소에서는 문진표를 문구 보다는 만화삽화를 이용하여 고객의 궁금한 점을
쉽게 표현하게 하였으며,후면에는 해당 검사원의 기술정도와 담당업무를 기록하여 검
사원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림 4-8>문진표(만화로 표현) <그림 4-9>검사원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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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범사례 3

청주검사소에서는 각 항목별로 고객설명 매뉴얼을 작성하여 수검자들의 이해를 돕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1)타이어 공기압 측정
승용차의 적정 공기압은 28~32psi이며 고속주행 시 10~15% 높여주는 것이 좋다.
① 정상 :정상적이 타이어도 상온(20도)에서 1개월 이상 방치하면 4%(1.2psi)정도의 공
기압이 누출 되므로 월1회 정기적이 점검이 필요 합니다
② 부족 :타이어와 지면 사이 접촉저항이 커 차량성능에 큰 부담을 줍니다.그리고
과도한 연료소모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일반주행 시 양가장자리가 이상마모 되고,
고속주행 시 스탠딩웨이브현상 발생으로 타이어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림 4-10>양가장자리 이상마모 <그림 4-11>스탠딩웨이브 현상

③ 과도 :충격흡수력이 떨어져 요철을 통과할 때 승차감에 불쾌함을 주고 타이어의
접지압이 중앙부분에 집중되면서 중앙부분만 이상마모 됩니다.

<그림 4-12>중앙부분 이상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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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엔진오일 체크
교환 시기(6개월 이상)가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5,000km~10,000km
①.엔진오일 이런 역할을 한데요.
엔진오일은 엔진 내부의 각 윤활부에 오일을 공급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마모를 방지
하며,마찰부분의 열이나 피스톤의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엔진이 회전할 때 각 윤활부에는 마찰열이 발생되며,이 열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때
에는 베어링이 고착되기도 합니다.즉,윤활부의 각 섭동 면에 유막을 만들어 고체마찰
을 마찰력이 아주 작은 유체마찰이 되게 한다.따라서 마찰저항이 작아져 마모가 적고,
또한 마찰열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게 됩니다.
윤활은 기본적으로 마멸의 방지,밀봉작용 및 냉각작용의 3대 작용 외 세척작용,응력
분산작용,방청 작용 등의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②.이럴 땐 꼭 교환을 해주셔야 해요.
엔진오일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오일점도의 변화로 윤활유로써 작용을 할 수 없으
므로 교환 시기(6개월 이상)가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5,000km~10,000km 정도 운행을 했
을 경우,또는 교환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엔진의 소음이 크게 나거나 차가 무겁
다고 느껴질 때는 점검을 하여 교환해야 합니다.(가혹한 조건인 경우 5000km마다 교
환)또한 냉각수가 유입되어 엔진오일과 혼합되어 변질되었거나 슬러지 등에 의해 심
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③.교환을 하지 않으셨다구요?그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 한데요.
오일의 점도저하로 엔진 각부의 마멸을 촉진시켜 수명이 단축되고,엔진 내부의 불순
물 증가로 오일순환이 불량해지고,연료소비율이 증가합니다.또한 엔진의 소음이 커지
고 시동이나 가속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3)자동밋션 오일
①.자동밋션 오일 이런 역할을 한데요.
자동밋션 오일은 밋션 내부의 각 윤활부에 오일을 공급하여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또한 밋션 내부에는 각종 크러치 및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는데 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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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슬립이 일어나는데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즉,윤활부의 각
섭동면에 유막을 만들어 고체마찰을 마찰력이 아주 작은 유체마찰이 합니다.따라서
마찰저항이 작아져 마모가 적고,또한 마찰열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게 됩니다.
②.이럴 땐 꼭 교환을 해주셔야 해요.
오일 색깔이 붉은색 이어야하며 교환시기가 오래되어 변색이 되었거나 적정한 오일량
이 아니면 보충을 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L~H 사이).또한 오일의 교환 시기를 체
크하여 40000km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점검하여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일부 차종의
경우 무 교환 자동 밋션이 장착되어 출시되오니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참조바람)그리
고 오일에 슬러지나 금속성분이 많이 묻어 나오게 되면 내부의 유압라인이 막혀 정상
적으로 변속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교환을 하지 않으셨다구요?그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 한데요.
오일압력 저하로 변속이 안 되거나 덜컥거릴 수 있으며,점도저하,필터 막힘으로 순
환 불량으로 각부의 마모과다에 따른 밋션의 수명이 단축 됩니다.
디스크 마모에 의한 불순물이 오일흐름을 방해하여 불규칙한 변속이나 변속불능이 일
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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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개선의 성과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는 물량위주의 검사업무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서비스
로 그간 권위적이고,형식적인 검사 형태를 탈피하고 최첨단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센
서점검과 성능과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수검자의 호응이 날로 높아가
고 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코너에는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칭찬과 격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표 4-2〉‘칭찬합시다’코너에 올라온 건수
월월월
년년년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 111111 111222 계계계

000555년년년 . . . . 2 5 15 8 8 7 8 5 555888

000666년년년 14 12 19 9 10 11 16 6 11 9 9 3 111222999

000777년년년 17 36 55 51 38 30 36 43 43 . . . 333444999

05년 5월 이후부터 05년 12월까지 58건이고,06년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129
건이 올라왔으며,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가 시행된 07년 1월 이후로는 확연하게 칭
찬건수가 늘었으며,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3〉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코너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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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사례 모음

(1)티코 타고 왕이 된 기분을 느낀 적 있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쁘지만 짜투리 시간 내어서 꼭 칭찬을 남겨야겠습니다.그렇지 않으
면 몸이 근질 거려서 너무도 고마웠던 분의 성의에 표현을 전달하지 못할까봐 심히 마
음이 괴롭습니다.토요일날 마포 쪽에 지인을 만날 겸 또 검사를 받을 겸해서 선 예약
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성산자동차 검사소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부터 칭찬 들어갑니다.입구에 들어서니 너무 넓어서 어리벙벙하고 있었는데
안내원인가 하는 분이 다가오셔서 검사받는 절차와 예상 대기 시간 등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참고로 제 차는 티코여서 어디가서 이런 고급스
런 안내 받기는 처음이었소.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나이는 40대 초반인
것 같았음 이름을 못 봤음.
왕으로 등급 된 기분은 이제 부터 입니다.솔직히 티코 타고 가면 신호가 바뀌기 0.2
초 만에 뒤에서 크락숀 울리고 차선 바꾸려고 깜빡이 넣으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
럼 뒤에서 자리 뺏기기 싫어서 질주를 해서 튀어나가고 어디 식당에 밥 먹으로 가면
벤츠 이런 외제차나 파킹해주고 "티코"는 2명이 들었다 던지는데...넋두리는 여기서 그
만하고.
성산자동차 검사소 직원은 너무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너무 미안할 정도였
소.차가 꼬져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와셔 액 없는 것도 몰랐는데 엔진 본 네트를
열어보더니 와셔액도 넣어주더이다.한통을 다 넣고 MAX선까지 안차니깐 어디 세는
지 차량 바닥까지 들어가서 살펴봅디다.티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의아해 하더니 반통을 더 넣더이다.또 여기 저기 살펴보면서 아주 밝은 웃음으로 친
절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게 아니겠소.난 무슨 왕이 된 줄 알았소.일반 검사소나
카센터에서 검사 및 점검 받는 것은 완전 다 나가리오.
이 잘생긴 청년 너무 고마워서 이름을 외웠소 얼굴도 깔끔히 생기고 밝은 웃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요 "이성호"씨 정말 고맙소이
다.내가 비록 잘 살지는 못해 큰 선물 못 드리지만 고마운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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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념으로 글을 작성하오.내 아는 사람은 물론 2대 3대까지 성산자동차 검사소를
소개하고 방문 하리다.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대박 나길 바라오.
추신 :이분 아주 많이 말랐던데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소.매연과 수많은 차
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당근 마를 수
밖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뭐하는 겁니까?이런 숨어 있는 인재를 몰라보고 휴가 안 보
내주나요?하인이 무슨 힘이 있나요?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필해 보았소.
성산자동차 검사소 와 친절사원 이성호씨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최행철 2007-04-12 조회 169

(2)오늘 공주검사소에서 최고의 감동서비스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저는 공주에 살고 있습니다.오늘 공주검사소에서 다른 곳에서 받아보지
못한 감~~~동의 서비스를 받았거든요.이런 글을 쓰는 게 쑥스럽지만 너무 기쁜 마음
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1년간의 해외 연수 후에 미국에서 사용하던 KiaSedona(한국명 카니발)차를 이
사화물로 반입하였습니다.바쁜 업무 때문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4월 26일)에 임
박 4월 25일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신규검사를 받으러 공주검사소에 갔습니다.공주검
사소에서는 정기검사를 위해 밀려오는 차량들을 오직 직원 두 분이서 처리하시느라 매
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저는 통상의 정기검사와 비슷한 것이려니 생각했던 터라
곧바로 검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수입차량의 신규검사라는 것이 차량 자체의 확
인검사 뿐만 아니라 제원확인,세관확인,건설교통부 확인,자기인증면제확인,차량소음
배출가스 확인 등등 몇 시간이 걸려야만 하는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혹여나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입차 신규검사라서 다른 큰 검사소에 가서 검사
를 하셔야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왜냐하면 직장이 공주라서 대전
까지 나가서 검사를 받을 경우 근무시간 중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거든요.
잠시 고심하시던 김한욱 소장님께서는 적은 인원에 저의 신규검사를 처리하려면 다른
정기검사 차량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추창환 대리님을 불러 가능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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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아보시기 시작하더군요.그리고는 제게 "보시다시피 저희 공주검사소의 직원이
두 명뿐이지만,오늘 오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신규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여
기 앉아서 차 한 하시며 기다리시지요"라고 말씀하시며 손수 커피 한 잔을 건네 주셨
습니다.추 대리님은 내수용차와는 제원이 조금 다른 제 차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아자동차,다른 검사소등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고,김 소장님은 두 사람의 몫을 하
며 정기검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대리님이 7,8통의 전화를 걸고 나서야 가까스로 수
출용인 제 차의 제원을 구하시게 되었고,기초적인 서류 작성까지 두 시간이 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무엇보
다도 웃으면서 고객을 맞이해 주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였구요.자그마한 사무실이지
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고객용 책자,고객용 무료커피,안내게시판 등등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저녁 6시 퇴근 시간에 맞추어
몰려드는 막바지 정기검사 차량을 처리하시고도 퇴근시간을 넘겨서까지 저의 신규검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김 소장님과 추 대리님은 "내일 출근시간 직후에 정기검사차
량이 많이 오니까 8시 40분까지 오시면 저희가 업무시작 전에 미리 접수하여 나머지
검사와 관계기관 확인까지 마치겠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고객인 저로서는 업무시간
을 넘겨서까지,또 다음날 업무시간 전까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아침 두 시간에 걸친 검사와 서류 작업을 하시면서도,김 소장님과 추 대리님은
차량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워셔액도 보충해 주시고,전
조등 조정,타이어 공기압 조정,기초적인차량관리법 설명 등도 잊지 않으셨습니다.저
는 공주검사소에 오기까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운전경
력 12년째라서 서울,대전 등등의 여러 검사소를 다녀봤고,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에도 가보았지만,이런 검사소는 정말이지 처음 봤습니다.검사직원이 오직 두
분뿐인 공주검사소에서 어제와 오늘 합쳐서 장장 5시간에 걸친 서비스를 싫은 표정 하
나 없이,아니 오히려 고객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하고,임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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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 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공주검사소에는 누구에게 자랑해도 뒤지지 않을 프로
페셔널만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비슷비슷한 작업에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검사
소를 찾는 고객은 그 입장에서는 모두 처음이니까 반복되더라도 고객을 가족과 같이
여기고 서비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규검사서를 받고 공주검사소 문 밖을 나오면서 찐~~~한 감동의 물결을 느꼈고,오
늘의 쾌청한 날씨와 같이 마음도 상쾌해졌습니다.아마도 이제 다른 검사소에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오늘 공주검사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고객감동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죠.
김한욱 소장님,추창환 대리님!어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정말 고마
웠습니다.다음 정기 검사 때도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두 분 모두 화이팅 !!!
작성자 :하태흥 등록일 2007/04/2622:15

(3)[여수검사소]당연함이 아니라 칭찬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일상 중에 작고 큰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장애인수도 꽤나 많다 들었고요~~.다행히도 정비 불량 등 차량의 이상 원인으로 사고
났다 들은 적은 없는 듯합니다.이는 귀 공단의 역할이 크다 하겠지요!.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오늘 정기검사 차 귀 공단의 [여수검사소]를
찾았다가 검사소 입구에서 나올 때 까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동하여 감히 시간
을 내어 추천 글 올립니다.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잘 하는 직원 더 잘 할 수 있도록 큰
격려주시기를 바랍니다.친절하고 상냥한 접수창구 여직원분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
박웃음으로 응대하는 모습에서 찾는 이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여직원분!
검사장 입구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타이어를 손으로 쓸어 만지며 검사하고,타이어
관리요령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자동차 외관검사까지 하는 친절이 몸에 베인 소장님!
조수석에 태워 검사과정을 친절히 설명하고,관리요령을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직접 운
전하며 검사하는 직원 분!등록증에 박해준님이 기록 된 걸로 보아 박해준님 이신가요.
마지막 하체 및 차대번호 등을 어찌나 친절히 설명하며 검사하는지 감동의 물결이 파
도를 칩디다.콧등에 송알송알 땀 맺혀 일하면서,저리도 신속하고 친절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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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말로 자세한 설명들로 도움을 주는지,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워셔액까지 한통 건네주시며,자동차 관련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
요 하시는데,귀찮은 검사하러 간다고 나섰다가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물론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이라 말씀하시겠지요.
이글을 읽는 분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냐"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맞습니다.
당연하고 또 그래야겠지요!하지만 민원부서에 일하는 저도 숫한 교육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야 하지만 실천을 참으로 어려운거 같습니다.몸소 실천하는 귀 공단의
[여수검사소]직원 분들은 한 사람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응대와 신속하게 업무처리 하
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꼼꼼히 일러주는 [여수검사소]직원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
다.잘하는 사람 더 잘 할 수 있도록 크게 격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수검사소]직원님들 하루를 자동차 검사와 관련으로 일하시면서 불쾌하거나 짜증나
는 일도 많으리라 믿습니다.그런 일 저런 일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꾸준한 모습 기
대합니다.정말 대단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귀찮다 마시고 칭찬 할 일 크게 칭찬해서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봐요
작성자 김우연 2007-06-07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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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사례에 대한 분석

1.내용분석
〈표 4-3〉000777년년년 ‘‘‘칭칭칭찬찬찬합합합시시시다다다’’’코코코너너너의의의 내내내용용용분분분석석석

구구구분분분
월월월

검검검사사사소소소 본본본사사사업업업무무무 지지지사사사업업업무무무 운운운전전전정정정밀밀밀 복복복지지지업업업무무무 기기기타타타
불불불만만만사사사항항항

건건건수수수본본본사사사 검검검사사사소소소

111월월월 17 1 0 2 0 2 1 1 24

222월월월 36 0 2 1 1 0 0 2 42

333월월월 55 1 1 1 2 3 0 0 63

444월월월 51 0 0 0 0 4 0 0 55

555월월월 38 2 0 2 1 0 1 0 44

666월월월 30 1 0 0 0 1 1 0 33

777월월월 36 0 0 0 0 0 0 0 36

888월월월 43 1 1 0 0 1 0 0 46

999월월월 43 0 1 1 0 0 0 2 47

계계계 349 6 5 7 4 11 3 5 390

비비비율율율 89.5 1.5 1.3 1.8 1.0 2.8 0.8 1.3

공단의 ‘칭찬합시다’코너의 내용 중 89.5%가 검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절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운전정밀검사 업무에 대한 칭찬이 1.8%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본사
업무에 대한 칭찬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특이사항으로 공단업무와 관련되거나 검
사소 전화응대와 수수료에 대한 불만족 건수가 8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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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칭찬내용의 분류
〈표 4-4〉검사소 칭찬내용의 분류

구구구분분분
월월월

자자자세세세한한한
설설설명명명

친친친절절절한한한
응응응대대대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제제공공공

신신신속속속한한한
처처처리리리

구구구변변변신신신규규규
업업업무무무처처처리리리

기기기타타타 계계계

111월월월 2 12 1 1 1 0 17

222월월월 14 10 8 0 2 2 36

333월월월 31 9 9 2 3 1 55

444월월월 21 14 10 2 2 2 51

555월월월 17 6 13 0 1 1 38

666월월월 13 7 7 2 0 1 30

777월월월 15 7 13 0 0 1 36

888월월월 15 8 8 5 4 3 43

999월월월 22 13 5 2 0 1 43

계계계 150 86 74 14 13 12 349

비비비율율율 43.0 24.7 21.2 4.0 3.7 3.4 100

칭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하나 하나를 읽다보니,자동차 검사제도의 미래의
표석인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검사소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고객만족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땀 흘리며 일한다는 것을 알았으며,칭찬의 내용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고,또는 막연하게 고맙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검사과정과 차량상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에 대한 칭찬이 43%를 차지하였으며,접수과정부터 친절한 고객응대가 24.7%를 차지하였
다.그리고 워셔액 보충,전구교환 등 서비스 제공이 21.2%를 차지하였으며,예약으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4.0%를 차지하였다.그 외에 구조변경검사나 신규검
사 시 도움 제공이 3.7%를 차지하였으며,기타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첨단장비,신뢰
감이 3.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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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외외외국국국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관관관리리리 및및및 검검검사사사제제제도도도

제제제 111절절절 미미미국국국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1.개요

미국의 자동차 정기검사제도(PeriodicMotorVehicleInspection:PMVI)는 1920년대부
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검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11)1990년에 정부회계
국(GovernmentAccountingOffice)은 자동차 검사제도의 경제적 손익조사분석 보고서
를 통해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ationalHighwayTrafficSafetyAdministration(NHTSA))
가 각 주정부의 정기검사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위의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정기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운영하지 않을 때보다 교통사고비율을
약 20%정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는 미국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나,안
전도 검사와 사고방지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그러나
1997년 12월 Missouri주 도로순찰청에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1,158명의 응답자중 약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Missouri주가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밝
히고 있으며 미국 최대의 비영리단체인 자동차서비스연합(AutomotiveServiceAssociation,
ASA)에 의하여 각 주별 정기검사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1999년도에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각 주별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의 한 방안
으로서 정기검사제도의 발전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11)참조:미국 자동차서비스연합(www.asash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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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검사 제도의 특징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정기검사제도(PeriodicMotorVehicleInspection,PMVI)는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연방정부는 권장을 하는 역할
만 하고 있다.그리하여 주정부는 정기검사의 실시여부,정기검사의 형태,검사주기 등
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기검사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검사형태는 검사소의 운영주체에 따라 전용검사시스
템,민간검사시스템,혼합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주정부는 이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소 형태 운영 내용

주정부 직영검사 시스템
(CentralizedSystem)

배출가스검사만을 위해 주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주정부
가 매입 또는 설립하여 검사직원을 고용하여 운영

민간 검사시스템
(DecentralizedSystem)

민간 정비업자에 의해 배출가스검사가 수행되고 정비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혼합 시스템
(HybridSystem) 전용검사시스템과 민간검사시스템을 병행 운영

<표 5-1>미국의 검사소 운영형태

이처럼 미국의 자동차 검사소는 주정부의 전용검사소 또는 민간정비업체로 이원화되
어 있다.전국적으로 약 25만개 업체에 달하는 민간정비업체는 법으로 정한 작업 공간,
기계장치,인원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신청을
받은 주정부의 자동차국은 현지심사를 행하여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검사소 규모 및 검
사원의 자격에 따라 검사소의 등급을 구분하여 허가해 준다.허가받은 민간검사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120달러)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2년간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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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뉴뉴뉴욕욕욕주주주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 제제제도도도

1.개요

뉴욕에서는 대도시가 밀집한 뉴욕시를 중심으로 한 매트로폴리탄(NYMA,Downstate)
지역과 이 지역외의 53개 County(Upstate)으로 나누어 자동차검사시행방법이 달리 적
용되고 있다.자동차검사주기는 1년이며 자동차 안전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 시행방법은 위의 두지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도
심지역이 많은 상위지역(Downstate)중 9개 자치구(county)에서는 보다 엄격(강화)한 검
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나머지 53개 자치구(county)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배기가
스 제어장치 임의변경검사(anti-tampering)와 개스캡 압력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
고 있으며 2004년 후반기부터 OBDII(Onboarddiagnostics)12)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뉴
욕주의 자동차검사는 뉴욕주차량국(NYSDMV,New YorkStateDepartmentOfMotor
Vehicle)의 관리․감독하에 자동차안전 및 대기환경에 대한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검사소는 주정부에서 직영하지 않고 일정 시설을 갖춘 민간검사소를 지정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검사소의 종류

1)안전 검사소(SafetyInspectionStation):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대상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안전검사
2)배출가스정밀검사소( ):뉴욕 매트로

폴리탄(NYMA)지역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하는 검사소
3)일반배출가스검사소( ):뉴욕주의

12)OBDII: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에서 지난 94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으로 정한 배
기가스 자기고장 진단장치로,배기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저하를 감지하고 경고등을 점등해 신속한 정
비를 할 수 있게 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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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A13)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안전검사 및 일반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
는 검사소

3.검사시행

자동차검사는 먼저 자동차검사원 ID카드를 검사기기와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스캔
(Scan)하여 검사원 정보를 입력하며 또한 자동차 전면 좌측하단에 부착된 검사등록증의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자동차의 제원이 자동으로 인식된다.검사원이 직접 자동차를 운
전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수검자는 사무실에서 이를 지켜볼 수 있다.또한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정확한 검사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검사소는 대부분 정비 업무를 같이 하
고 있어 검사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의 승인을 받고 정비까지 완료하
게 된다.

<그림 5-1>제원입력(등록증SCAN) <그림 5-2>자동차등록증 및 바코드

13)NYMA :뉴욕시 주변에 인접한 대도시로서 9개 County(Suffolk,Nassau,Kings,Queens,
Richmond,New York,Bronx,Westchester,Rockland)로 구성되어 있다.이 지역에 등록된 모든 자
동차는 1999년 5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시 강화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디젤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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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코코코네네네티티티컷컷컷주주주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검검검사사사 제제제도도도

1.개요

코네티컷州에서는 안전검사는 1950년대,배기가스검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83년에 이르러 배기가스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변
경되었을 경우에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기가스검사는 주정부와 2002년까지 계약을 맺은 엔바이로테스트 시스템(Envirotest
Systems)社가 운영하는 25개의 전용검사소에서 수행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정부에서 연
구 및 전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직영검사소(centralizedsystem)1개소,검사업무
를 위임받은 민간지정검사소(decentralizedsystem,휘발유 300개소,디젤 50개소)를 운영
하고 있다.

2.검사시행기관

주정부 차량국(DepartmentofMotorVehicle)에서는 150여명의 주정부 검사관이 자동
차 노변검사(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부 검사관은 사법권이 부여
되어 도로에서 불법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적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배출가스검사는 주정부 직영검사소(CentralizedSystem)에서 검사관련 자
료 연구․조사 및 민간 검사소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또한 25명의 주정부 감사관이
300개의 검사소를 관리․감독하고 있다.직영검사소에는 모든 민간 지정검사소(Decentralized
System)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민간 검사소에 설
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감사관이 이 카메라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정검사 예방을 위해 배출가스 검사원은 각각의 검사 시행 전에 홍채 확인 장치
를 통하여 검사원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ID카드(bar-coded식별 카드)를 입력
(Scan)해야 한다.이러한 확인 장치를 통해 검사원이 인증되고 검사가 수행되면 주정부
전산시스템에 검사실시여부가 자동으로 통지되며 주정부(DMV)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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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감시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검사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또한 민간 지정검
사소에 대하여 비밀 감사를 수시로 수행하고 있다.이들 25명의 감사관을 5명의 감독관
(Supervisor)이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림 5-3>직영검사소 감독실 <그림5-4>민간검사소모니터링화면

<그림 5-5>검사차량 번호 확인 <그림 5-6>홍체확인 및 감시카메라

3.검사소의 종류

1)과적 검사소(WeightStation)

과적검사소는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부 검사관이 상주하여 수시로 과
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과적검사에서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정부 검사
관에 의하여 노변안전검사(RodeSideSafetyInspection)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광투과
식 매연측정기를 사용한 디젤배기가스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안전검사를 실시
하는 검사관은 주정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검사가 검사기계 등을 사용하



- 64 -

지 않고 도로상에서 실시하는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주정부 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70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사법권
이 부여되어 있어 경찰과 동일한 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2)주정부 직영검사소(CentralizedInspectionstation)

직영검사소는 차령10년 이상의 총중량 18,000파운드 이상대형차량 및 총중량 10,000파
운드이상의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또한 배기가스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배기가스검사기기(ASM-2525)14)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
다.또한 민간 지정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수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직영검
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3)민간 지정검사소(DecentralizedInspectionstation)

주정부에서 지정받은 민간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네티컷주 배기
가스 검사는 부하검사방식인 ASM-2525가 1995년부터 채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4.노변 안전 검사(RoadSideSafetyInspection)

코네티컷주의 안전검사는 영업용대형차량(CommercialVehicle,버스 트럭)을 대상으로
한 노변검사가 실시된다.고속도로에는 과적검사소(WeightStation)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입로에 검사를 알리는 신호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다.신호표시기가 꺼져있을
때는 그냥 통과해도 되지만 신호표시기가 점등되면 검사소에서 검사를 시작한다는 신
호로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영업용대형차량은 과적검사소로 진입해야 하며 신호
기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은 감시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어 과태

14)ASM(Acceleration Simulation Mode)모 드 란 ? 자동차에 일정 도로부하(주행저항의
일부저항)를 부여하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농도 단위로 측정.
검사방법은 ASM2525,ASM5015등이 있고,측정항목은 CO(%),HC(ppm),NOx(ppm)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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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부과된다.과적검사소에서는 차량의 총중량이 자동으로 측정되며 주정부검사관은
과적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검사와 안전검사를 동시에 실시
한다.안전검사 시는 운전면허증과 등록증,자동차 안전기준위반여부등을 육안으로 검
사하며 부적합 시 검사현장에서 과태료($300)가 부과된다.또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는 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검사소를 떠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면허취소
및 과태료 $2,500,자동차 회사에는 $10,000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그림 5-7>노변 안전검사결과표(뒷면 <그림 5-8>정비명령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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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절절절 영영영국국국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영국에서는 1960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동차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되어 “자동
차관리법(MotorVehicleTestsRegulation)이 제정됨에 따라 검사가 처음으로 의무화되
었다.초기에는 10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제도의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1967년 4월에는 대상차량을 3년 이
상의 차량으로 1983년 1월 1일에는 앰블런스,택시,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실시로 확대되었으며,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한편,대
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사회적문제로 부각
됨에 따라 런던의 경우 저공해지역(Low EmissionZone,LEZ)을 선정하여 경유에 대
하여 운행제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환경정책을 ‘08년부터 차량총중량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다음의 그림에는 런던의 저공해지역(LEZ)
에 대하여 나타내었다.즉,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9>런던의 경유자동차 저공해 지역(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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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검사 제도

영국의 자동차검사는 차량․운수사업자관리청(Vehicle& OperatorServicesAgency,
이하 VOSA)의 예하부서인 자동차검사국(VehicleInspectorate,이하 VI)의 관리․감독하
에 자동차검사국 소속의 직영검사소 및 출장검사소(DesignatedPremises)와 민간지정검
사소(MinistryofTransport,MOT)에서 자동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자동차의 규모 및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자동차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며,대형 화물자동차(Heavy
GoodVehicle,HGV)및 공공운송자동차(PublicServiceVehicle,PSV)은 차량․운수사업
자관리청(VOSA)의 예하부서인 VI직영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그리고 소형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미만)에 대하여는 MOT에서 검
사를 수행하며,경쟁기관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82년과 ’93년에는 중․대형자동차(HGV)및 공공운송자동차(PSV)에 대하여 민영
화를 시도하였으나 운전자 및 운수업 대표자들이 민간 지정사업소에서 검사를 받으려 하
지 않아 무산되어 지금까지 정부 주도형 검사체계로 이어지고 있다.이는,운전자 및 운
수업 대표자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를 매우 신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검사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국에서는 민간 지정검사소 검
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원의 기술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자동차검사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고 HGV와 PSV를 제
외한 모든 자동차검사는 지정사업자가 실시하지만 MOT제도 및 운영,검사원 교육,검
사소 지도․점검,연구개발 등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함으
로써 훌륭한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표준 모델 중
의 하나이며 이를 위하여 경제적인 측면,인력적인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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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검사국(VI)의 도로적합성 단속 활동

LeatherheadCheckPoint(현장점검소)는 런던에서 자동차로 40분가량의 이동거리에 있
으며,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자동차가 도로주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국은
경찰과 함께 노변검사를 수행하는데,노변검사 시 자동차검사국(VI)의 검사관(Vehicle
Examiner,VE)은 기술적인 부문에 한해 경찰의 업무를 위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형화물자동차(HGV)과 공공운송자동차(PSV)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소속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Maintenancechecks)도 하며 노변에서 이들 자동차들에 대하여 현장
점검(Spotchecks)을 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도로적합성(Roadworthiness)과 운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데,자동차
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과적,운행시간,사업자 면허,자동차면허와 직업운전자 면허 등
에 대하여 노변검사(Roadsidechecks)와 현장점검(Spotchecks)을 통하여 단속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단속관은 자격을 갖춘 경험 있는 자동차검사국(VI)의 직원 중에서 적절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자동차검사관(VehicleExaminers,VEs)과 운행검
사관(TrafficExaminers,TEs)으로 구분되어 있다.자동차검사관(VEs)은 자동차의 기계적
구성,차체의 상태 등을 점검하는 책임이 있고,운행검사관(TEs)은 속도계,운전자 운행시
간 규정,차량중량,면허와 그 밖의 문서조항들에 대해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LeatherheadCheckpoint에는 5명 정도가 특정시간(주․야)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근
무하고 있으며,검사시설은 과적을 단속하기 위한 축중계,브레이크시험기,배출가스(매
연)측정기가 있으며,대부분 과적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적을 단속하는 방법은 고속도로 진입자동차에 대하여 무작위로 고속도로에 매설된
축중계를 이용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고 실시간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번호인식을 통하
여 확인 후,VOSA에서 운영하는 단속 자동차가 출동하여 과적 자동차를 CheckPoint로
유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의 점검은 운행검사관(TrafficExaminers)이 PDA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운행기록계,운전자 운행시간 규정,차량중량,면허와 그 밖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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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축중계를 통과하여 과적여부를 검사한 후 브레이크
검사를 실시한다.자동차검사관(VehicleExaminers)은 자동차의 기계적 구성,차체의 상
태 등을 점검,레이저 온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과열정도를 측정하여 좌․우 편
차를 확인하는 등 결함이 심한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대상 자동차의 위반사
항이 시정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거나,위반사항을 교통위원회(TrafficCommissioner)
에 보고하여 사업자면허법 위반으로 사업자와 운전사를 고발할 수 있다.한편,유럽연합에
등록된 자동차는 어디든지 운행이 가능하므로 국가별 언어 장벽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
기 위하여 언제든지 전화연결을 통하여 언어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여부를 VOSA에 의뢰하는 경우 검사관(Examiner)
이 직접 파견되어 사고분석을 통하여 과실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5-10>과적자동차 실시간 모니터링 <그림 5-11>과적자동차 CheckPoint유도

<그림 5-12>PDA를 통한 자동차정보 조회 <그림 5-13>브레이크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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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절절절 스스스웨웨웨덴덴덴의의의 자자자동동동차차차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1.자동차검사공사(Bilprovningen)

스웨덴 자동차검사공사는 1963년 9월에 설립된 스웨덴자동차검사공사(AB Svensk
Bilprovning)를 검사 책임기관으로 하여 1965년 1월 1일 부터 등록된 모든 자동차 및 트
레일러에 자동차검사가 의무화되었다.스웨덴자동차검사공사(Bilprovningen)는 이전에
스웨덴 정부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검사국(VehicleInspectorate)의 대부분 업무를 인수
하며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108개의 상시검사소와 27개의 임시검사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500명의 직원이 연간 80만 건의 검사를 수행하였다.
1978년에는 노변검사(경찰 주관)을 제외한 자동차검사 전반에 관련한 업무를 자동차검
사국(VehicleInspectorate)으로부터 모두 인계받아 자동차 검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하는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자동차검사공사(Bilprovningen)는 공동출자회사로서 스웨덴의 정부가 과반수 이
상(52%)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정비협회,자동차클
럽,자동차보험회사,운송분야협회 등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자동차검사공사(Bilrprovningen)는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180개의 검사소로 이
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약 2,100명의 직원이 본부와 검사소,그리고 3개의 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Bilrprovningen은 매년 540만대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하루 평균 21,000대 검사를
실시한다.2005년말 SEK103백만(약 139억원)15)의 순수익을 나타내었다.또한,두 대의
이동식검사차량을 운영하여 검사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비의 고장으로 인
한 검사소에 지원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15)1SEK=134.95원(’07.1.1~7.30평균 매매기준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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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검사 제도

스웨덴의 경우 자동차 검사가 100% 예약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약은 콜
센터(Callcentre),ARS(VoiceResponseSystem),인터넷(Internet)등으로 가능하며 콜센
터 등을 이용한 예약률 약 36%,사전 예약률 약 33%(우편,방문 등),인터넷 예약률은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기념품을 나눠주거나,인터넷예약
자동차에 한해 예약일이 다가올 경우 이메일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검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며,예약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3가지의
예약시스템이 유동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수시로 예약 및 취소가 가능하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검사업무시간은 평일 06:00～18:00,토요일 07:00～13:30이며,근
무시간은 검사소 입구 등의 장소에 게시되어 있으며,검사진로 입구 전광판의 자동차등
록번호가 15분 이상 대기하면 적색,10분～15분 대기하면 황색,10분이내면 녹색으로 표
시된다.
검사소에 도착한 자동차는 자동차 이미지(승용,화물,트레일러,버스,이륜차)를 반영한
검사진로 안내 표시에 따라 검사진로 입구에 마련된 자동접수기(ArrivalTerminal)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접수가 완료 된다.접수 완료와 동시에 접수증을
받고 검사진로 앞에 마련된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으면,해당 게이트 상단 전광판에 설치
된 자동차 호출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지정 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검사장 내부로
들어가며 자동차 소유자는 먼저 검사원에게 검사수수료를 선불하도록 되어있다.검사수
수료를 납부 후 일단 등록이 되면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등록청(NationalRoad
Administration)에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지역네트워크,즉 검
사자가 휴대하고 있는 컴퓨터로 자료가 보내진다.이후에는 검사원이 핸드컴퓨터를 활용
하여 검사하며 자동차소유자는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지정 진로에 진입하면 검사장내 배출가스 오염 및 실내 온도 보존을 위
해 자동으로 출입문을 닫아 외부 기온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머플러에 배기가스의 분출장치를 우선 연결하여 내부의 공기
오염과 소음을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검사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검사진로는 승용차와 대
형화물자동차(승용차 검사 가능)의 진로가 구분되어 있으며,승용차 검사장의 경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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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 하부 등을 손쉽게 볼 수 있음으로
서 소유자의 자동차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
고 있다.

<그림 5-14>검사진로 안내표시 <그림 5-15>자동접수기 입력 장면

<그림 5-16>검사진로 전경 <그림 5-17>검사자 핸드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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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의 근본 취지를 살려 정확한 검사를 편리하고 우수한 서비스
를 받았다는 감동을 주기 위해 검사실명제와 고객과 검사원의 파트너제도를 시행하여
검사 뿐 만아니라 평소 차량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수리,관리요령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줌으로써 평생고객을 유치하고,교통안전공단과 유대를 가지고 있
는 교통봉사대,녹색어머니회,안전문화실천시민연합회,교통사고 피해가족,미스테리쇼
퍼 등의 회원을 CS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고객의 여론 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고객수요형(OnDemand)고객만족 활동을 추진하고,고객의 니즈와 요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유치한다.
또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은 공단 교통사고 피해가족
과 같은 업무와 연관된 분야를 우선 시행하고,점차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단,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고,배출가스 정밀검사와 관련된 친환경
경영도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간 자동차 검사는 형식적이고 자동차의 기
술향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검사항목 유지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 노력의
미흡으로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이제는 자동차 검사가 꼭 필요하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그간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미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의 입을 빌어 더해지는 구전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넷전(network+구전)을
통한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의 가치 창조는 진행되고 있다.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를 소비자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평판에 만족하지 않고,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사랑의 영역으로 브랜드를 관리 하고,조직 내부적으로 임직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야만 외부 소비자들의 사랑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서 , 공단의 전 직원이
부서와 역할을 초월하여 브랜드 신화의 공동 창조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 이에 공
단은 한 발 앞서 고객의 니즈와 불만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고객들은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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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친절한 미소가 서비스의 전부인 시대는 물 건너 간지 오
래고,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 해주는 시대로 고
객만족경영을 넘어서 고객가치 경영16)으로의 체제 전환과 시각 전환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설립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효율적인 교
통안전 관리 목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이
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교통 전 분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개발․시험․
사고조사․분석,지도․진단,복지,지원 등 일련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명
실상부한 도로․항공․철도․해운 등의 “종합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종합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규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
하는 방안과 주력사업의 하나인 자동차검사 제도의 보완 또는 개선을 통해 견실한 재
무구조를 가지는 방법이 있다.그러므로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자동
차 제작기술의 발전에 따른 검사항목 및 방법의 개선,검사시설의 과학화와 자동화,검
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자동차 검사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발발발전전전방방방안안안

현재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단기적
인 수익창출의 도구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단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고,고객 지
향의 공단이미지로 정착된다면 공단의 성과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며,지속성장을 이
룰 수 있다.또한 “종합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자동차 검사 분야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고려 해 볼만하다.

16)고객가치 경영이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만 노력하는 일 방향적인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기업과 고객 모두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의사를 소통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가치 창출
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양 방향적 경영 체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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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사활을 걸고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시행으로 검사대기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해결방법은 검
사시설과 인원을 늘리는 것뿐이지만,예약차량 전용 검사진로가 없는 검사소는 검사진
로를 추가하여 설치한다는 것은 경영여건 보다는 부지여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검사진로가 1~2개인 공단 검사소의 경우에도 주차장 면적은 대부분 몇 십대의 주차공
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식 검사 트레일러를 몇 대 제작하여 평상시
는 인터넷예약 전용 검사라인으로 활용하고 검사소의 장비 고장이나 증축 등 긴박한
경우에는 검사소를 지원한다면 고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고,차후 노변검사 제도 시행
시 활용할 수도 있다.또한 스웨덴의 경우 인터넷,ARS,콜센터,우편접수,사전방문
접수 등 다양한 사전예약 방법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100% 사전예약 제도를 도입
하고 있음에 따라 검사차량의 효율적인 시간배분을 통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성공적
으로 예약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전문 설명가(expositor)를 지정하여 운용.

‘칭찬합시다’코너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검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동차 관
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 많은 칭찬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설명전문가를 지정해서 고객대기실에 검사과정 모니터를 설치하여 검사과정
뿐만 아니라 수검자들의 궁금증과 차량관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동
승자석에 탑승시켜 검사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빠른 검사진행에 비해 소음으로 의사
소통이 어렵고,좁은 시야각,안전상의 위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감을 느끼는 여성
운전자와 노약자가 있으며,검사시간을 지연시키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셋째.사후처리 미흡에 대한 대책으로 검사소 내 경정비 센터를 운용.

부적합 차량 발생 시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이해를 시키지만 인근 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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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은 불만이 생기게 된다.미국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가 정확한 검사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검사소는 대부분 정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검사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의 승인을 받고 정비까
지 완료하게 된다.공단 또한 검사소 내 유휴 부지에 경정비 시설을 확보하여 사이드
슬립 조정,오일교환,에어크리너 교환,브레이크 수리,라이트 조정 등의 경정비를 시
행하고 재검사까지 할 수 있다면 사후 조치사항 미처리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
다.다만 정비업체와 경정비 협회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자가 정비 도우미를 운용하는
방법과 사업장을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임차사업자는 경정비 회원자격
을 가진 자로 제한을 하고 발생하는 임대수익의 일부를 경정비 협회에 출연하며,검사
를 대행하는 경정비 업자에 한해서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1회 방문으로 검사
에서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 항목으로 점차 자
리잡아가고 있다.

넷째.새로운 진단/서비스 항목 개발

최근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은 첨단화와 더불어 디지털화 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검사 항목은 제동력,전조등의 단순한 항목에 머무르고 있다.검사기기와 검사항목 또
한 발전되지 않으면 또 다시 검사 무용론이 제기 될 것이 뻔하다.그러므로 자동차 제
작기술에 부응하는 새로운 검사항목의 개발은 당연하다.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차
량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많다.예를 들어 현재 카센터 등에
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 전압체크만으로는 배터리 전압이 정상이라 해도 운행 중 정지
할 수 있으며,출근 시 시동불량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배터리 용량 체크서비스는 소요시간이 대략 2～3분 정도로 간단하며,배터리의 성능
인 전압과 충․방전 용량을 쉽게 알 수 있어,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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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

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시행으로,수검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를 글로벌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고 표
준화하여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고,프로그램 개발경험과 운영경험 등을 살려 신흥
개발도상국 등 외국에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각종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또한 해외 선진국의 검사기관과는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며,국제기준에 맞는
검사 제도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MOU17)체결 등을 추진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습득하
고 우수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는 자동차검사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자동차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
치마킹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종합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단지 연구의 범위가 자동
차검사제도에 그쳤고,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로 생각되는
유럽의 도로적합성검사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적차량단속과 불법
자동차 단속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로적합성검사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 제정,네트워크
시스템 개발,단속 장비의 첨단화(자동차번호판 인식 등),단속권한(차량정지권한 등),
단속기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정책을 염려하는 선․후배
여러분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17)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업무제휴 협약서(양해각서)을 의미하며, 상호 업무제휴를 통해 공동의 이익

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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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검사팀)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검사팀)

IDIDIDID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조사 전문회사인 ㈜서울마케팅리서치 면접원 OOO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의뢰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느끼셨던 만족 및 불만족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조사 전문회사인 ㈜서울마케팅리서치 면접원 OOO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의뢰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느끼셨던 만족 및 불만족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혹시 OO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중에 다음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1) 교통안전공단 및 계열사 / 주무부처 및 관련산하기관
2) 자동차 정비업체

3) 광고회사나 시장조사 회사
4) 없다 → 면접면접면접면접 계속계속계속계속

SQ2.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____세 [→→→→만만만만 19191919세세세세 미만미만미만미만, 65, 65, 65, 65세세세세 이상이상이상이상 면접면접면접면접 중단중단중단중단]]]]

SQ3. OO님께서 검사를 받으신 검사소는 어디입니까? 

1) 강남 2) 성산 3) 노원 4) 구로 5) 수원 6) 안양 7) 성남

8) 서수원 9) 시흥 10) 용인 11) 의정부 12) 고양 13) 남양주 14) 해운대

15) 창원 16) 주례 17) 사하 18) 진주 19) 이현 20) 수성 21) 포항

22) 경주 23) 구미 24) 안동 25) 거창 26) 영주 27) 문경 28) 광주

29) 목포 30) 여수 31) 순천 32) 대전 33) 신탄진 34) 천안 35) 공주

36) 홍성 37) 인천 38) 부천 39) 서인천 40) 울산 41) 전주 42) 군산

43) 정읍 44) 남원 45) 춘천 46) 원주 47) 강릉 48) 동해 49) 태백

50) 청주 51) 충주 52) 제주

→→→→ 면접면접면접면접 중단중단중단중단

2006년 08월, 서울마케팅리서치 대표 김 광 한(Tel.555-6747)

담당연구원 유상훈, 김성우(Tel.555-6747) / 수퍼바이저 김봉숙, 이진희 (Tel.564-1210)

부산 사무소 051-816-3551 / 광주 사무소 062-574-6301

대전 사무소 042-221-4101 / 대구 사무소 053-421-8431

(1) 개인고객 (2) 업체고객고객 구분

(           ) _________-___________응답자 연락처응답자 성명

_________시 __________구___________동응답자 주소

(1) 상 (2) 중 (3) 하검증 결과

______년 ___월 ____일 ____시검증 일시검증원 성명

______년 ___월 ____일 ____시면접 일시면접원 성명

(1) 개인고객 (2) 업체고객고객 구분

(           ) _________-___________응답자 연락처응답자 성명

_________시 __________구___________동응답자 주소

(1) 상 (2) 중 (3) 하검증 결과

______년 ___월 ____일 ____시검증 일시검증원 성명

______년 ___월 ____일 ____시면접 일시면접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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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인

문1.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의검사의검사의검사의 내용내용내용내용 및및및및 품질품질품질품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7가지 보기 중에서 골라 주세요. 

1점부터 7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0. 업무(검사)  처리개선을위하여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9. 기기가현대적장비로잘갖추어져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지불하는 수수료는검사서비스에비추어 볼때적당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검사를받음으로써자동차관리및안전도향상에도움이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6. 안전도확보를위한주기적인검사가이루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자동차검사가내차의상태를정확히 나타내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4. 검사를위한전문적인기술및장비를 보유하고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3. 검사원은 자동차안전도검사에대해전문성을갖추고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관련 업무가체계적으로진행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항목이 목적에따라적절하게분류되어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0. 업무(검사)  처리개선을위하여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9. 기기가현대적장비로잘갖추어져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지불하는 수수료는검사서비스에비추어 볼때적당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검사를받음으로써자동차관리및안전도향상에도움이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6. 안전도확보를위한주기적인검사가이루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자동차검사가내차의상태를정확히 나타내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4. 검사를위한전문적인기술및장비를 보유하고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3. 검사원은 자동차안전도검사에대해전문성을갖추고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관련 업무가체계적으로진행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항목이 목적에따라적절하게분류되어있다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문1-1. OO님께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 내용이나내용이나내용이나내용이나 품질품질품질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문1-2. 위의 항목들 중 자동차 안전도 검사 내용이나 품질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문1-3.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 불편하시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속성을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불편했던 경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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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다음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 신청신청신청신청 및및및및 검사과정검사과정검사과정검사과정, , , , 직원의직원의직원의직원의 응대서비스응대서비스응대서비스응대서비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의각질문에대해 선생님께서동의하시는정도를 7가지보기중에서골라주세요. 

1점부터 7점중에서동의하시는정도가클수록높은 점수를주시면됩니다. 

문2-1. OO님께서는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신청검사신청검사신청검사신청 및및및및 검사과정검사과정검사과정검사과정, , , , 직원의직원의직원의직원의 응대서비스응대서비스응대서비스응대서비스등에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 6 --------- 7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0. [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이용고객이용고객이용고객이용고객]홈페이지에안전도검사에 대한내용이
잘구성되어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9. 제공되는 기능종합진단서가자동차관리에도움이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검사후문제점에대한충분한설명과 조치방법을알려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고객이도움을요청할때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6. 고객의요구사항을이해하려고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고객에대한직원의응대태도가친절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4. 검사장비의관리상태가양호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3. 검사사전안내문통보시기가적절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접수에서결과판정까지업무처리가신속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접수방법및절차가간편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0. [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홈페이지 이용고객이용고객이용고객이용고객]홈페이지에안전도검사에 대한내용이
잘구성되어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9. 제공되는 기능종합진단서가자동차관리에도움이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검사후문제점에대한충분한설명과 조치방법을알려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고객이도움을요청할때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6. 고객의요구사항을이해하려고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고객에대한직원의응대태도가친절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4. 검사장비의관리상태가양호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3. 검사사전안내문통보시기가적절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접수에서결과판정까지업무처리가신속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접수방법및절차가간편하다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문2-2. 위의 항목들 중 자동차 자동차 안전도 검사신청 및 검사과정, 직원의 응대서비스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문2-3.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 불편하시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속성을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불편했던 경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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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다음은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검사소검사소검사소 시설시설시설시설 및및및및 내내내내////외부외부외부외부이용이용이용이용 환경환경환경환경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의각질문에대해선생님께서동의하시는정도를 7가지 보기중에서골라주세요. 

1점부터 7점중에서동의하시는정도가클수록높은점수를주시면됩니다. 

문3-1. OO님께서는교통안전공단의검사검사검사검사소소소소시설시설시설시설 및및및및 내내내내/외부외부외부외부이용환경이용환경이용환경이용환경에대해얼마나만족하셨습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 6 --------- 7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민원제기민원제기민원제기민원제기고객고객고객고객]민원이나불만사항, 의견(청원)의접수가편

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정보제공 채널이다양하다(인터넷, 안내책자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검사와관련된정보를쉽게얻을수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업무처리를위한담당자와의접촉이용이하다(전화, 방문, 이

메일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업무담당자의복장및용모가단정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검사소내업무처리를위한해당부서를찾기쉽다(안내원, 게

시판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검사소내고객편의시설이청결하다(화장실, 주차장, 휴게실

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소시설환경이쾌적하다(환기, 온도, 소음, 청소상태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소내고객편의시설이용이편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 [민원제기민원제기민원제기민원제기고객고객고객고객]민원이나불만사항, 의견(청원)의접수가편

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정보제공 채널이다양하다(인터넷, 안내책자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검사와관련된정보를쉽게얻을수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6. 업무처리를위한담당자와의접촉이용이하다(전화, 방문, 이

메일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업무담당자의복장및용모가단정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검사소내업무처리를위한해당부서를찾기쉽다(안내원, 게

시판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검사소내고객편의시설이청결하다(화장실, 주차장, 휴게실

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소시설환경이쾌적하다(환기, 온도, 소음, 청소상태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소내고객편의시설이용이편리하다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문3-2. 위의 항목들중 검사소시설및 내/외부이용환경에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것은무엇입니까?

(               )

문3-3. 위의 항목들에대해서 불편하시거나다소부족하다고생각하시는 속성을선택해 주시고, 그이유를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불편했던 경험, 부족하다고생각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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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인

문4. 다음은 교통안전공단의 공익기관으로서의공익기관으로서의공익기관으로서의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책임과책임과책임과책임과 역할역할역할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각 질문에대해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정도를 7가지 보기중에서골라주세요.  

1점부터 7점중에서동의하시는정도가클수록높은점수를주시면됩니다. 

문4-1. OO님께서는 공익기관으로서 교통안전공단의 공익기관으로서의공익기관으로서의공익기관으로서의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책임과책임과책임과책임과 역할에역할에역할에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 6 --------- 7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는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는자동차 안전성향상에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6. 교통안전공단은고객의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해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검사시고객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4. 검사직원의윤리의식/도덕성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3. 검사과정의투명성이유지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직원이모든고객을공정하게대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기준이공정하게적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8.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는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7.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는자동차 안전성향상에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6. 교통안전공단은고객의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해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5. 검사시고객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4. 검사직원의윤리의식/도덕성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3. 검사과정의투명성이유지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2. 검사직원이모든고객을공정하게대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1. 검사기준이공정하게적용된다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정말정말정말정말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런그런그런그런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반반반반반반반반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평가 요소

문4-2. 위의 항목들 중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문4-3.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 불편하시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속성을 선택해 주시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했던 경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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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만족도 및 기관성과

문5. OO님께서는 앞서 평가해 주신 측면(검사 내용 및 품질,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시설 환경, 공공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 ----------------- 2 ----------------- 3 ----------------- 4 ----------------- 5 ----------------- 6 ----------------- 7

문6.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를 받아보기 전,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검사검사검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에 대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기대 대비 기대대비 기대대비 기대와 기대대비 기대 대비 기대대비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비슷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 ----------------- 2 ----------------- 3 ----------------- 4 ----------------- 5 ----------------- 6 ----------------- 7

문7.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를 받으신 후, 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전혀신뢰하지 신뢰하지 별로신뢰하지 보통 약간신뢰하게 신뢰하게 매우 신뢰하게

않게되었다 않게 되었다 않게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1 ----------------- 2 ----------------- 3 ----------------- 4 ----------------- 5 ----------------- 6 ----------------- 7

문8.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를 받으신 후,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전혀 좋아지지 좋아지지 별로 좋아지지 보통 약간 좋아졌다 매우

않았다 않았다 않았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1 ----------------- 2 ----------------- 3 ----------------- 4 ----------------- 5 ----------------- 6 ----------------- 7

문9.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안전도안전도안전도안전도 검사검사검사검사를 받으신 후,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혀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은 보통 그런 그렇다 매우

않다 않다 편이다 편이다 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문9-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10. 다음 점검을 할 때,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없다 없다 별로없는 반반이다 약간있는 있다 매우있다

편이다 편이다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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