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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상 사고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Risk Evaluation Models for Railway Casualty Acciden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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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shows risk-based evaluation results of casualty accidents for passengers, railway staffs and MOP 
(Member of public) on the national railway in South Korea. To evaluate risk of these accidents, the hazardous 
events and the hazardous factors were identified by the review of the accident history and engineering 
interpretation of the accident behavior. A probability evaluation model for each hazardous event which was 
based on the accident appearance scenario was developed by using the Fault Tree Analysis (FTA) technique. 
The probability for each hazardous event was evaluated from the historical data and structured expert 
judgment. In addition, the severity assessment model utilized by the Event Tree Analysis (ETA) technique was 
composed of the accident progress scenarios. And the severity for the hazardous events was estimated using 
fatalities and weighted injuries. The risk assessment model develope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defining 
the risk reduction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option analysis.
---------------------------------------------------------

 1. 서론
  국내 철도에서 사상사고는 전체 사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사고종류에 

비교하여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한 위험분석 및 위험

도 평가를 위한 사고 시나리오의 모델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객, 공중 및 직원의 철도 사상사고를 대상으로 위험사건을 추락, 충돌, 전도/실족, 

충격, 화상, 감전, 질식 등으로 정의하였고, 각 위험사건의 위험 유형과 사고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분

석할 수 있도록 불안전사건과 위험조건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각각의 위험사건에 대한 사고진전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철도 사상사고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정량화 분석 기초모델을 개발하였

다. 고장수목분석(FT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사건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인들의 논리적 연계성을 

사고 발생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이들 위험사건별 발생빈도를 산정하기 위한 “발생빈도 평가모델”을 개

발하였다. 또한 사건수목분석(ETA) 기법을 적용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핵심 영향인자의 검토와 사

고진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위험사건별 사고심각도를 등가사망지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사고심각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상 사고이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의 적합성을 평

가하였다.

2. 철도사상 사고 위험도 평가 모델의 개발

(1) 사고현황 및 모델 접근방법

   국내의 경우 2004년 10월 철도안전법 제정 이후 2006년 1월 철도사고보고 지침이 제정되어, 철도사

고 등의 조사 및 보고절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보고하고 있다. 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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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크게 철도교통사고, 운행장애, 안전사고와 재해로 구분되며, 철도교통사고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전으로 발생된 사고로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등의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와 사상사고로 구분

된다. 운행장애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고속열차/전동열차 10분, 일반열차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

차 40분)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고를 의미한다. 또한 안전사고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

생된 사고로서 화재사고, 설비사고, 인명피해사고, 건설사고 등을 의미한다. 세부 철도사고 분류는 표.1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 논문에서의 철도사상 사고는 철도교통사고의 여객, 작업, 공중의 사상사고와 

안전사고의  여객, 작업, 공중의 인명피해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표.1의 철도사고 중 철도교통사고와 안

전사고의 연도별 사상사고 현황은 그림.1과 같다. 

표 1. 철도사고 분류

철 도 교 통 사

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자동차, 기타(오토바이, 경운기 등)
사상사고 여객사상사고, 작업사상사고, 공중사상사고

운전장애
차량탈선, 차량파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신호취급위반, 폐색취

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고장, 차량고장, 기타
안전사고 화재사고, 설비사고, 인명피해사고, 건설사고
재해

그림 1. 국내 철도사고 발생현환(한국철도공사)

  철도건널목 사고에 대한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는 그림 2에 제시한 7단계로 구성되는 영국의 공학

적 안전관리(ESM) 절차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에 각 단계별 목적과 특징을 소개한다.

그림 2. 철도사고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 절차

(2) 철도 사상사고 시나리오의 개발

   철도사상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고 자료와 현존하는 다양한 사고목록을 참고

하여, 사람의 사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건을 표 2와 같이 정의하였고, 각각의 위험사건을 다시 통계

분석 상의 목적으로 여객/공중/직원 별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열차충격 사건의 경우 여객/공중/직원의 

열차충격사건으로 구분되었다. 

  철도 사상사고 시나리오는 위험사건을 중심으로 위험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과정을 나타낸 사고진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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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험사건이 발생 후 사고가 확대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사고 진전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사고진전 시나리오는 

3,000여개로 페이지 관계상 생략되나, 크게 인적요인, 기술결함 원인, 외부요인, 조직결함, 관리결함원인 구분되다. 

그림 3과 4는 열차충격 사고를 대상으로 철도 사고발생 시나리오와 철도 사고진전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표 2. 철도사상사고의 위함사건의 정의

사고구분 위험사건
교통사상

사고
충격 열차충격, 물체충격

전도/실족 열차 승/하차 중 전도/실족, 급제동/급출발에 의한 전도/실족
추락 열차 추락/낙하, 열차 승/하차 중 승강장 추락

끼임/끌림 열차 출입문 끼임, 승강장-열차사이 끼임

안전사상
사고 

충격 차량충격, 물체충격
전도/실족 역사 내부 전도/실족, 선로/건널목 전도/실족, 차량 내부 전도/실족, 작업장 전도/실족

추락 차량 추락/낙하, 고소 작업 중 추락, 시설물 추락, 승강장 추락
끼임/끌림 차량 설비 끼임, 역사 내부 시설물 끼임, 작업 장비/물체 끼임

감전 차량 및 시설물 감전
화상 차량 및 시설물 화상
질식 차량 및 시설물 질식
기타 환자발생, 폭행/협박, 사상자 발견

위험사건 ← 위험상황 ← 위험요인

열차충격 ←

역
사
내
부

←

무단
침입 ←승강장에서 열차통과 직전 선로침입, 승강장 안전지역 이탈, 역

사 내부 선로통행

인
적
관
리 
요
인

←

정보인식 오류,
상황판단 오류, 
의사결정 오류, 
실행 오류, 
의사소통 오류,
절차/규정 위반

←

음주,
질병
혼잡,
시각/
청각 
장애, 
기타

추락 ←

승강장 
추락 ←바닥/미끄러움(결빙/기름), 안전설비(손잡이/발

판) 고장, 바닥 장애물 지장, 부주의
운행열차 

추락 ←
출입문 무단취급, 출입문 취급오류/오동작,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출입문 개방상태 
운행, 매달림/뛰어탐시설물 

추락 ←외부 지역(육교/고가교)에서 공중의 선로로 추락, 
역사 내부 시설물에서 추락선로 

근접
작업

←열차 감시/경보 결함, 무단공사/임의작업 시행, 대피
실패

건
널
목

←

무단
침입 ←구내 건널목/3종 건널목 무단횡단, 건널목 차단기 우회, 건널목 

경보 중 진입선로 
근접
작업

←열차 감시/경보 결함, 무단공사/임의작업 시행, 대피
실패 기

술
적
요
인

←

선로/구조물 결함, 
신호제어설비 결함, 
정보통신설비 결함, 
전철전력설비 결함, 
열차/차량설비 결함, 
건널목설비 결함, 
작업 물체/장비 결함

운행
열차 
추락

←출입문 무단취급, 출입문 취급오류/오동작, 출입문 잠금장
치 고장, 출입문 개방상태 운행, 매달림/뛰어탐

역
간
선
로

←

개방
구간

←

선로 무단침입
터널
구간

선로 
근접작업 ←열차 감시/경보 결함, 무단공사/임의작업 

시행, 대피실패 외
부
요
인

←

불
법
행
위

←

불법 침입/행동, 
자살추정, 무단공
사/임의작업, 무단
설치/방치, 테러, 
기타 열차운행방해 행위교량

구간
운행열차 

추락 ←
출입문 무단취급, 출입문 취급오류/오동작,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출입문 개방상태 
운행, 매달림/뛰어탐 불완전한 기후조건,

불완전한 환경조건
그림 3. 열차충격사건의 사고발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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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건 → 발견거리 → 운행속도 → 충격량
열차
충격 → 150M 미만 →

90km/h이상
→

대(사망)
90km/h미만~40km/h이상 중(중상)150M 이상 40km/h미만 소(경상)

그림 4. 열차충격사건의 사고진전 시나리오

(3) 사상사고 위험도 평가모델의 개발

   발생빈도 평가를 위해 위험사건 형식별로 사고발생 시라니오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고장수목분석(FTA) 기

법을 적용하여 관계논리를 모델링 하였으며, 그림 2는 “열차충격” 사건의 발생에 대한 FTA 모델링 사례를 제시

한 것이다. 

그림 5. 열차충격사건의 고장수목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를 산정할 수 있는 결과심각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개

발 모델은 위험사건의 발생에 따른 사고피해의 확대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사고-진전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한다. 

그림 6. 열차충격사건의 고장수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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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사상 사고 위험도 평가 결과
  사건수목도 및 고장수목도를 이용하여 사상사고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건수목도 및 고장수목도의 

각 절점에서의 확률값(또는 건수) 및 심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년 간 (2004-2005) 

철도공사에서 KROIS에 등록된 사상사고 886건과 KROIS에서 장애사고로 분류하였으나 열차고장 등의 이유로 

열차가 급정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8건의 사고 자료를 대상으로 사고의 건수 및 심각도 산정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철도 시스템은 철도공사 관할의 철도시스템이며, 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여러 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철도시스템은 제외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장애 사고 중 차량 탈선/충돌/화

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사상사고의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사고자료들을 분석하여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확률값 및 심각도 값을 도출하였다. 단,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자료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 공학적 판단 등을 병행 고려하여 산정한다. 본 연구에

서는 빈도 산정에 있어서는 사고 자료만을 고려하였으며 후에 제시될 심각도 산정에 있어서는 사고 자료와 동시

에 전문가 의견 및 공학적 판단을 병행하였다. 

표 3. 철도사상사고의 위험사건 별 위험도 평가결과

사고구분 위험사건 빈도/년 심각도/건 위험도/년

교통사상
사고

충격
열차충격 217.5 (48.60%) 0.725 157.732 (86.72%)

물체충격 1.5 (0.34%) 0.007 0.011 (0.01%)

전도/실
족

열차 승/하차 중 전도/실족 6.0 (1.34%) 0.021 0.125 (0.07%)

급제동/급출발에 의한 전도/실족 0.5 (0.11%) 0.006 0.003 (0.00%)

추락
열차 추락/낙하 20.5 (4.58%) 0.132 2.712 (1.49%)

열차 승/하차 중 승강장 추락 2.0 (0.45%) 0.029 0.058 (0.03%)

끼임/끌
림

열차 출입문 끼임 17.0 (3.80%) 0.021 0.362 (0.20%)

승강장-열차사이 끼임 8.0 (1.79%) 0.017 0.135 (0.07%)

안전사상
사고 

충격
차량충격 6.0 (1.34%) 0.160 0.957 (0.53%)

물체충격 23.5 (5.25%) 0.035 0.830 (0.46%)

전도/실
족

역사 내부 전도/실족 44.5 (9.94%) 0.068 3.045 (1.67%)

선로/건널목 전도/실족 4.5 (1.01%) 0.189 0.852 (0.47%)

차량 내부 전도/실족 8.0 (1.79%) 0.035 0.278 (0.15%)

작업장 전도/실족 1.0 (0.22%) 0.100 0.100 (0.05%)

추락

차량 추락/낙하 5.0 (1.12%) 0.062 0.310 (0.17%)

고소 작업 중 추락 6.5 (1.45%) 0.224 1.458 (0.80%)

시설물 추락 1.5 (0.34%) 0.467 0.700 (0.38%)

승강장 추락 4.0 (0.89%) 0.153 0.613 (0.34%)

끼임/끌
림

차량 설비 끼임 28.0 (6.26%) 0.020 0.568 (0.31%)

역사 내부 시설물 끼임 2.0 (0.45%) 0.053 0.105 (0.06%)

작업 장비/물체 끼임 6.0 (1.34%) 0.092 0.553 (0.30%)

감전 차량 및 시설물 감전 11.5 (2.57%) 0.276 3.174 (1.75%)

화상 차량 및 시설물 화상 8.0 (1.79%) 0.017 0.135 (0.07%)

질식 차량 및 시설물 질식 0.5 (0.11%) 0.006 0.003 (0.00%)

기타

환자발생 11.5 (2.57%) 0.475 5.461 (3.00%)

폭행/협박 1.5 (0.34%) 0.400 0.600 (0.33%)

사상자 발견 1.0 (0.22%) 1.000 1.000 (0.55%)

합계 447.5 (100%) 0.406 181.8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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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열차충격 위험사건의의 위험요인별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요인
여객 공중 직원 합계

빈도/년 위험도 빈도/년 위험도 빈도/년 위험도 빈도/년 위험도
위험도
기여율

역
사
내

승강장에서 열차통과 
직전침입 36.5 25.3 - - - - 36.5 25.3 13.9%

승강장 안전지역 이탈 11.0 2.4 - - - - 11.0 2.4 1.3%
역사내 선로통행 15.5 10.8 5.5 3.7 - - 21.0 14.5 8.0%

승강장 추락 3.0 0.7 - - - - 3.0 0.7 0.4%
운행열차 추락 1.5 0.3 - - - - 1.5 0.3 0.2%
선로 근접작업 - - - - 4.5 3.9 4.5 3.9 2.1%

건
널
목

건널목 차단기 우회 - - 13.0 10.4 - - 13.0 10.4 5.7%
건널목 경보 중 진입 - - 0.5 0.4 - - 0.5 0.4 0.2%
3종 건널목 무단횡단 1.0 0.8 1.0 0.8 0.5 0.4 2.5 2.0 1.1%

역
간
선
로

개방구간 선로 
통행/작업/추락 - - 114.0 89.8 3.5 2.8 117.5 92.6 50.9%

터널구간 선로 
통행/작업/추락 - - 3.0 2.4 - - 3.0 2.4 1.3%

교량구간 선로 
통행/작업/추락 - - 3.5 2.8 - - 3.5 2.8 1.5%

합계 68.5 40.3 140.5 110.3 8.5 7.1 217.5 157.7 86.7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사상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빈도를 결정하기 위한 사고 발

생 시나리오 모델 전개와 피해 심각도를 산정하기 위한 사고 시나리오 모델 전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발행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사건별 위험상황과 위험요인을 조합으로 사고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하며, 이를 토대로 사고 인자별 사고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구성하여 각 위험 사건

별 위험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 사건별 고장수목분석(FTA)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건 발

생 시 시 피해 확산요인을 고려하여 최종결과를 ETA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

상 사고이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철도 시스템의 위험도 평가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국내 철도 사상사고의 직·간접 원

인과 중요 기여요소를 분석하고, 국내 사상 사고의 발생확률과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 과제('05～'08) 사상사

고 위험도평가모델 개발 연구결과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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