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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about a new law of railroad industry has come into effect in 2004 and that left the 

railroad company operated under the private system. Accordingly, it has to encounter a variety of 

managers on the railroad safety part too. Incheon Airport Railroad that was,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Kimpo Airport, opened to traffic on the 23th March, 2007 as the first private railroad company 

in Korea. This railroad company is working hard to be a safe and convenient airport railroad. There is 

not operated an effective emergency response that the railroad company and the emergency response 

personnel without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recently.

The original emergency manual and the emergency procedure of the synthesized railroad safety 

development business. I am proposing to establish the emergency response scenario according to the 

different situations that the train operator.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최초의 민간철도 SOC사업으로 2007년 3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차 개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0년 서울역까지 완전개통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철도는 비젼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철도사업법의 발효로 인하여 철도운영의 민영화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주체가 다양해져 비상사고 시 비상대

응절차는 운영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철도안전법의 발효로 인하여 각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에 맞

는 비상대응표준운영절차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상대응주체별로 각자가 할 일을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으며 비상대

응절차표시방법은 기준이 모호하고 운영기관마다 달라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또한 비상대응주체별중에 비상상황시 사

고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사의 상황판단 및 조치요령에 따라 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다. 이에 공항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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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정확한 대응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며 대응요령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하

기위해 공항철도기관사의 행동요령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항철도기관사의 행동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Activity-Action 관계를 정립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공항철도의 비상사고 발생 시에 공항철도기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기위한 비상사고 상

황별 Activity와 공항철도기관사의 Action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비상대응절차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러한 비상사고 상황별 Activity와 공항철도기관사의 Action을 명확히 하여 공항철도기관사가 비상상황시 상황별 최적의 

판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은 기존에 구축된 철도사고유형분류 및 현황을 이용, 비상대응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공항철도기관사의 상황별 

Activity를 도출하고 Activity내에서 행위(Action)을 도출하였다. 이것을 상황별로 분류하여 역할과 책임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비상대응활동□행위관계도(Activity - Action Diagram)를 적용하였다.

2. 기존 철도의 비상대응시나리오

2.1 기존운영기관의 화제발생시 기관사 대상대응 시나리오  

     

구  분 조    치    내   용

기술본부

(차량)

∙ 상황접수 후 현장 출동 (종합관제실 출동지시) 

∙ 화재현장 도착 신속히 대처 및 현장상황 수시보고 (종합관제실)

∙ 경미한 화재시 진화 및 승객대피 등 구난지원, 전동차 발화상태 확인

∙화재진압 후 유지보수요원 운전실에 동승 사업소 인계

∙ 화재진화가 어려울 경우 소방지휘본부 지원협조(구원지원, 전동차 조작 등)

∙ 119 도착 시 주요사항 인계                ∙ 응급복구에 따른 사업소의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 화재진압 완료 후 상황완료 보고 ( 종합관제실)

사업소

∙ 상황접수(종합관제실 출동지시)            ∙ 사고 복구반 긴급 출동

∙  사고복구장비 투입                       ∙  지원인력 : 화재현장에 인원을 최대한 지원

∙  화재열차에 투입후 화재 소화 및 역사 대민 지원, 승객대피 유도

∙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지원            ∙  구원기 비상출동 준비

∙  전 직원 비상소집                        ∙  사고대책반 설치 운영

∙  상황수시 파악 및 관련 수시보고 (종합관제실, 안전방재팀, 기술본부)

∙  화재상황에 따른 대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가동

∙  대외 조사기관 조치에 따른 업무대처

 복구반장

 사 업 소

∙ 화재진화에 다른 피해상황 및 현황 파악 보고

∙ 대외 유관기관의 지원시 업무협조 및 행정적인 지원 협조

∙ 전동차 화재원인 및 대책 수립 (종료 후)

∙ 대내외 보도자료 작성 (안전방재팀 및 홍보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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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운영기관의 화제발생시 기관사 대상대응 시나리오

                                                           

기존 철도운영기관에서 구축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각 운영기관의 비상상황시 상황별 시나리오 

부재 및 주체별 행동요령의 표준화 없이 몇몇 상황을 제외하곤 많은 부분이 상이하게 다르며 같은 상황에서도 대응주체

의 행동요령의 부재 및 병발사고에 대한 대처사항이 부족하여 신속한 비상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철도종합안전개발사업

건설교통부는 2005년 철도안전법의 발효 및 각 운영기관에 대한 비상대응표준운영절차서의 요구와 함께 국책RnD사업

으로 4차년에 걸쳐 철도종합안전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4차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각운영기

관의 비상대응을 통합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산화사업을 목적에 두고 있

다.

3.1 Activity - Action의 정의

Activity란 각 비상대응시나리오의 이벤트별로 비상대응 시 취해져야할 비상대응 요구사항을 말하며, Action은 이의 세

부적인 조치사항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Activity의 표시기호는 비상대응 행위의 주체, 지시 및 전달을 받는 대상, 의무적

비의무적인 전달 및 통보 4가지로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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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철도사고 상황별 사고유형의 분류

 철도종합안전개발사업에서는 74종류에 이르는 국내□외 철도사고 유형을 비상대응을 위한 관점에서 사고유형을 재분

류하여 ‘철도사고 종류’를 크게 9부문으로 나누고, 철도사고종류에 따라‘철도사고 형태’를 40종류로 세분화 하여 재분류하

고 있음

표4. 철도비상사고유형 분류

5. 공항철도기관사의 상황별 비상대응 설정

기존철도의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검토 및 문제점의 파악과 철도종합안전개발사업의 비상대응주체별 시나리오 및 

Activity-Action의 행동요령을 파악하여 공항철도기관사의 입지에 맞는 비상시 행동요령 및 시나리오를 5곳의 입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8가지 형태로 분석해보았다.

5.1 5곳의 입지에서의 공항철도기관사 행동요령

공통적인 행동요령 Activity-Action 5곳의 입지에서 모든 비상사고 및 이례상황일시에 최초의 사고인지자인 기관사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기관사가 사고상황을 알리고 사고상황에 맞는 적절하게 취해야할 행동요령이다. 공통적으로 취할 

행동요령으로는 열차 내 사고전파, 관제실 사고전파, 승객대피 및 2차병발사고 방지를 위한 Activity-Action 항목이 포함

되어 있다. 비상대응직원인 기관사는 의무적인 전달 및 통보로 Action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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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공항철도 비상상황시 5곳의 입지

5.2 8가지 형태로 분석해본 비상상황

 철도종합안전개발사업에서 도출된 8가지 철도비상사고유형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기관사에 맞는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았다.

                                                  

                                              

  
                                                      

                                                    

그림1. 공항철도 기관사 충돌시 비상대응시나리오                그림2. 공항철도 기관사 탈선시 비상대응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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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공항철도 기관사 화재시 비상대응시나리오              그림4. 공항철도 기관사 사상사고시 비상대응시나리오

                                                        

                                                            

그림5. 공항철도 기관사 차량장애시 비상대응시나리오        그림6. 공항철도 기관사 시설장애시 비상대응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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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공항철도 기관사 자연재해시 비상대응시나리오

                                                          그림8. 공항철도 기관사 테러시 비상대응시나리오

6. 결론

본 논문에서 기존철도운영기관에서의 철도비상사고시 상황별분류와 함께 상황에 맞는 주체별행동요령이 명확하지 않

고 방대한 양의 문서화는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기존의 표준화 되지 못했던 시나

리오 및 행동요령을 분석하고 비상대응주체별 행동요령 수립을 위해 철도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Activity-Action 

Diagram을 적용된 철도종합안전개발사업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기관사가 운행하는 영업구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곳의 

입지에서 8가지 형태의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8가지의 유형별 비상상황시 기관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은 

2차병발사고 및 사고 확산의 방지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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