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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in collision and derailment are types of accident with low probability of occurrence, but 

they could lead to disastrous consequences including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The 
development of the risk assessment model has been called upon to predict and assess the risk 
for a long time. Nevertheless, the risk assessment model is recently introduced to the railway 
system in Korea. The classification of the hazardous events and causes is the commencement of 
the risk assessment model.

  In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the hazardous events and causes were 

classified by centering the results. That classification was simple, but might not show the root 

cause of the hazardous events.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train collision and derailment based 

on the relevant hazardous event including faults of the train related the accidents, and 

investigates the causes related to the hazardous events. For the risk assessment model, FTA (fault 

tree analysis) and ETA (event tree analysis) methods are introduced to assess the risk.

--------------------------------------------------------------------------

1.  서  론

  열차의 운행과 관련한 사고 중 열차충돌 및 열차탈선은 인적, 물적 심각도가 클 뿐 아니

라 사회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열차의 충돌 및 탈선사고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평

가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철도분야에서

의 위험도 평가 모델의 수립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도입되었다 [1].

  기존의 열차충돌 및 열차탈선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원인분석 모델구성에서는 사고결과에 

따라 위험사건과 원인을 분류함에 따라 설비장애가 위험사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곤란하

였고 이에 따라 장애의 개선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애사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험사건과 원인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

계를 반영하여 FTA와 ETA 기법을 이용하여 열차 충돌/탈선사고의 위험도평가 모델을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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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충돌 및 열차탈선 사고의 위험도 분석

2.1 위험도 평가모델

  위험도의 평가는 어떤 시스템의 수명주기 (건설, 운영, 유지보수, 교환, 갱신 및 폐기) 동

안 발생하는 위험사건이 초래하는 손실의 연간 평균값을 측정 또는 계산하는 것으로 영국

에서는 철도의 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공학적 안전관리 (ESM)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7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전개하며 단계별 목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2, 3]. ESM 과정 중에서 위험도 평가모델은 1단계에서 4단계를 말한다[4]. 

그림1. ESM 7단계 과정

 1단계: 위험판별 (Hazard Identification): 위험원 관리

위험분석은 우선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관련시스템 특성을 정의하고, 사고이력 분

석, 공학적 해석 및 전문가 판단을 기초로 대상시스템 및 그 운영과 관련된 위험

사건과 원인인자를 판별한다.

 2단계: 원인분석 (Causal Analysis): 발생빈도 평가

위험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인자의 조합이나 연관 관계를 판단하는 것으로 위

험사건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하부시스템/구성품의 기술적 결함, 인적

오류, 외부요인, 운영관리상의 결함등의 위험원인을 판별한다.

 3단계: 결과분석 (Consequence Analysis): 결과심각도 평가

결과분석은 판별된 위험사건이 초래할 수 있는 중간조건과 최종적인 결과피해 (본 

연구에서는 인명사상)를 판단한다.

 4단계: 손실분석 (Loss Analysis): 위험도 평가

손실분석은 결과분석에서 확인된 심각도를 등가사망(인명사상 또는 시스템 손상)

를 판단하며 이를 사망예방가치 (VPF, Value of Preventing a Fatality)로 환산

하여 위험사건이 초래하는 인명피해를 손실금액으로 환산한다.

 5단계: 선택분석 (경감대책분석, Options Analysis): 안전대책 도출

선택분석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과 개

선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며, 가능한 적용조건을 확인하고 각각의 선택된 대안에 대

한 투자비용을 판단한다.

 6단계: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비용-효과 분석

영향분석은 경감대책분석에서 선택된 각각의 대안들이 위험도 경감에 미치는 실행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최적의 안전대책을 결정한다.

 7단계: ALARP 입증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최종 선택된 안전대책이 합리적이며 실질적으로 위험도를 가능한 한 낮추룻 있는 

것인지를 입증한다.

2.2 시나리오 전개 및 위험요인 분석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열차와 

고속열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간선에서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여객, 직원, 공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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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며, 열차와 열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위험사건의 발생빈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험사건을 정의하고 사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고 유형별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고시나리오 기법 [1, 5, 6]을 

이용하였다. 열차 충돌/탈선과 관련하여 매우 많은 위험사건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사건을 정의하고 위험요인을 분류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분류체계(안)를 그림 2, 3에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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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열차 충돌사고-위험사건-원인 관계도

그림 3. 열차 탈선사고-위험사건-원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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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충돌의 위험사건은 진로오설정, 운전취급 결함, 열차이상, 그리고 선로상의 대형장애

물과의 충돌로 구분하였고 열차탈선의 위험사건은 열차충돌의 위험사건외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는 선로결함, 주행/운행장치 결함, 하중분포 불량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분류

는 기존의 분류체계[1, 5]와 달리 사고자료 뿐 아니라 장애자료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사

고로 진전되지 않은 장애를 분석함으로써 안전방벽 (Barrier)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사고심각도(인명피해) 평가

  아래의 그림4는 선로상의 대형장애물에 대한 충돌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객 열차가 선로

상의 대형장애물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예를 들면, 기관사가 선로상의 대형장애물을 

발견하여 비상제동(수동)을 취하였으나 발견거리가 짧아 장애물과 충돌하였다면 열차내 승

객이나 직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영향인자는 충돌당시의 속도와 충돌당시의 열차 자

체의 충격흡수장치를 들 수 있다.

그림 4. 선로상의 대형장애물 충돌

  이러한 열차 충돌/탈선 사고에서 피해심각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진전 시나리오는 시스

템상에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와 함께 열차 기관사가 취하는 초기 회피행동

을 위한 조건 즉, 이상검지 발견거리, 제동취급을 고려하였고 충돌시 열차의 속도, 충돌시 

대상 열차의 형식을 고려하였다. 결과를 그림5와 같이 사고에 대한 최종결과를 ETA 형식

으로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분기별 확률은 앞서 제시한 위험사건 분류체계에서 사고로 진

전되지 않은 장애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5. 사고 심각도 평가를 위한 사고진전 시나리오 전개 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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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충돌/열차탈선 사고의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고이력 기반의 위험분석을 통해 사고시나리오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사건의 발생확률과 그에 따른 결과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

다. 위험사건의 전개에서는 장애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사고시나리오를 분류하여 위험도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결과심각도 평가는 “발견거리(제동거리)”, “열차속도” 및 “도로차량의 중량”과 같은 핵심 

영향인자의 작용조건을 공학적으로 해석하여 심각도(인명피해) 산정기준을 선정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열차 충돌/탈선 사고의 위험도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체계적

인 위험요인 관리와 위험도 경감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안전대책 선정이 이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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