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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운송은 지정된 경로로 이동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

을 보장하고, 가능하면 낮은 비용으로 정시성, 이용성, 쾌적

성과 같은 사전 정의된 다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 동

안 도시철도는 고객의 요구와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속도 향

상, 운행시격 단축, 이용 편의성 개선 등 자율적인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 확보와 지속적 안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사회

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인명사상을 초

래하는 중대사고의 예방과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안전요건을 국가 기준으로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1]. 

유럽철도국(ERA)은 국가간 철도 상호운영을 보장하기 위

한 상호운영법령(EU Directive 2001/16/EC)을 제정하고, 고

속철도와 일반철도에 대한 상호운영기술사양(TSI,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을 ‘제어명령 및 신호’,

‘에너지’, ‘기반시설’, ‘철도차량’, ‘교통운영 및 관리’등 분야

별로 개발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철도감독국(ORR)은 “Railway Safety Publication

3; SAFE MOVEMENT OF TRAINS”에서 열차의 안전운행

원칙과 기본요건을 국가지침으로 공표하고 있으며[2], IEC

62267_1137_ CVD[3]과 같은 국제기준은 ‘자동화 등급별 열

차운전의 기본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철도는 도시철도법[5]을 근거로 하는 도시철도운전

규칙[6]과 철도안전법[7]에 근거한 철도차량운전규칙[8]이 제

정되어 있지만,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번

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만 열차를 정의하고 있어, 사고예

방과 승객안전을 목적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안전원칙과 열차구성의 필수요건을 명확히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폐색방식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운전 분류기준[9,16]이나 열차제어 및 신호관련 기술[10-13]

등에 대한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열차의 안전운행 확

보를 위한 핵심조건과 열차구성의 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사건

에 대응한 철도운영, 관리상의 안전기능을 분석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원칙과 안전기능을 검토하여, 국내 도시철도 열차의 운

영준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열차 구성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도시철도의 사고예방과 운행안전 보

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열

차운행에 대한 안전요건과 열차 구성요건을 반영한 도시철

도운전규칙의 합리적인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In order to assure the safety of train operation, a safety function analysis corresponding hazardous events of

railway accidents and a safety requirement review on operation & management of trains have been performed. The precon-

ditions and train composition requirements such as safety principles and functions that should be essentially considered to

enable the safety operation of Urban-Transit trains are clearly presented. On the basis of presented train composition

requirements, a rational revise of Urban Railway Operation Rule is proposed. It will be helpful in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improvement for railway operation.

Keywords : Urban-Transit, Train composition requirement, Operation rule, Safety operation, Safety function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위험사건에 대응한 안전기능 분석과 열차

의 운영, 관리상의 안전요건 검토를 수행하였고, 도시철도 열차의 안전운행 보장에 필수적인 안전원칙 및 안전

기능과 같은 전제조건과 열차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제안된 열차 구성요건을 기반으로 도시철도운전

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철도의 사고예방과 지속적인 운행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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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운행 안전기능 및 안전요건 분석

2.1 위험사건에 대응한 안전기능 분석

열차의 운행은 중량과 속도제곱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며, 이 에너지를 계획한 대로 통제할 수 없거나 중요

한 안전기능을 상실하는 어떤 위험사건이 발생하면, 그 결

과로 열차의 충돌, 탈선, 분리나 열차충격 등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상이나 재산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열차운

행과 관련된 철도사고 주요 위험사건[15]에 대응한 대표적

인 안전기능 실행사례를 Table 1에 제시한다.

2.2 철도운영, 관리상의 안전기능 분석

유럽철도국(ERA)은 철도안전(SAMRAIL) 프로젝트[14]를

통해 유럽철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철도시스템 운영, 관

리상의 주요 안전기능”을 개발하였다. Table 2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한 ‘F7 열차운행 준비’ 과정

에서의 규정수립, 열차조성, 열차식별 보장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안전기능과 주요 임무를 확인할 수 있다.

2.3 열차 안전운행 요건 분석

영국은 유럽철도국 철도안전법령(RSD, EC/49/2004)과 철

Table 1 Major hazardous events and safety functions related with train operation

열차사고 위험사건 안전기능

충돌

폐색취급 오류, 신호현시 오류, 신호모진
대용폐색 시행시의 안전대책, 인적오류 방지

신호가시성 확보, 자동비상제동체결 시스템

제동장치 및 안전장치 실패 또는 고장 비상제동,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이상시 속도제한

운전제어장치(ATC등) 고장 및 차단운전 신뢰성, 운행속도제한 및 안전조치, 시스템 2·3중화 

허가되지 않은 구간 다른 열차의 진입, 

차단구간 열차운행
비상제동, 열차방호, 운전협의 및 운전정보교환 

열차 또는 차량의 구름 수용제동기, 구름방지 차륜막이, 탈선선로전환기

탈선

차량결함(윤축, 대차, 제동, 연결기, 차체) 차량점검 정비, 비파괴검사, 대차 흔들림 검지장치

신호 및 분기기 취급오류 Fail safe, 취급절차

곡선부 과속 과속방지장치, 속도기록장치, 가이드레일

화재

차량기기 과열, 누전, 합선 이상 전류 검지, 화재검지 및 경보 설비

제동(전기 및 마찰제동) 불꽃 불꽃 방지소재, 난연 또는 불연재, 방화벽

차량내 실화·방화

차량의 불연/난연성 소재 사용, 소화설비 설치

통로문/출입문/창문/대피로 등 탈출로 확보

탈출/대피 안내유도,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외부 화재의 차량으로 진화 열차/차량진입 통제, 방화벽, 난연 또는 불연재

Table 2 Safety function requirement and major mission at train preparation step

안전기능 요건 주요 임무

 F700 규정 수립 모든 종류의 내부 규정 수립

 F701 피견인 차량 제공 자체 동력차 이외의 요구에 따른 차량의 이용성 보장

 F702 열차 조성 화물 및 여객열차 편성의 조성 

 F703 열차 경로/시간표 제공 열차이동을 계획하는 조직적 절차

 F704 자체 동력차 제공 피견인 차량 이외의 요구에 따른 자체동력차의 이용성 보장

 F705 열차 승무원 제공 필요한 운영담당자의 이용성 보장

 F706 조차장
운행선상의 정상통행 이외의 차량 이동, 

예)정거장 또는 조자장 내부: 통상 열차자료나 시간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

 F707 차량 연결 차량의 물리적 연결

 F708 열차 자료 입력 열차 관련 자료의 입력, 예) 열차조성, 운영특성 자료

 F709 기관사에 의한 제어/지령 및 

신호용 자료 입력
제어/지령 및 신호로 정의된 차량의 입력자료 요건 준수

 F710 열차 안전운행 보장 
여객출입문 제어, 기술적 검사의 수행 및 열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관리와 

같은 열차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열차운영자 책임으로 취하는 열차운행 과정의 대책

 F711 열차 식별 보장 개별 열차의 명확한 식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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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호운영기술사양(TSI)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열차의 안

전운행 보장을 위한 안전원칙으로서 ‘열차의 안전운행 지침

(Safety Movement of Trains)’을 국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 지침은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제1부 열차안전운

행 요건의 21가지 원칙과 제2부 특별운행 대책의 9가지 원

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상

위수준의 원칙과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서, “원칙 1.1 열차 운행준비”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하

여 열차 운행준비는 열차를 구성하는 개별 차량의 상태, 완

성열차로서의 물리적인 특성 및 그 안전 시스템의 확인, 열

차에 대한 운영특성의 결정을 포함한 이들의 점검, 열차 승

무원에 의한 해당 열차의 안전 이동에 대한 관련 정보 수

집을 고려요소로서 규정하고 있다[2].

3. 도시철도 안전운행 전제조건과

열차의 구성요건 제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시철도 운전규칙[6]을 중심으로 철

도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열

차 안전운행의 기본원칙과 안전기능을 검토하고, 이들 각각

의 안전요건을 반영한 도시철도 열차의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여기에 제시된 도시철도에 대한 열차 구성요건은 복

수의 차량으로 이루어진 유인운전 방식의 전동열차를 대상으

로 하며, 레일·선로·신호·전차선을 검측하는 차량과 모터

카, 사고복구 차량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1 열차 안전운행 전제조건 검토

국내·외 철도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된 열차에 대한 정의

Table 3 ORR's guidelines on safety movement of train

제1부 열차 안전운행 요건

원칙 1.1 열차 운행준비

원칙 1.2 열차 출발

원칙 1.3 열차의 속도

원칙 1.4 열차의 경로

원칙 1.5 이동권한 종료된 열차의 운행선상 유치

원칙 1.6 입환

원칙 1.7 위험물

원칙 1.8 열차 운행제어 시스템의 운영

원칙 1.9 건널목 운영

원칙 1.10 폐색점유 작업

원칙 1.11 작업 중 열차의 안전 이동

원칙 1.12 기관사가 진행 선두에 위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운행선 이동

원칙 1.13 기반시설의 결함

원칙 1.14 열차방호 및 다른 열차의 구원이 필요한 운행선상에 정지한 

열차

원칙 1.15 차상 안전 시스템, 장비, 구성품의 결함 또는 불안전한 하중

원칙 1.16 열차 운행제어 시스템의 일시적인 기능손상

원칙 1.17 차륜-레일의 점착력 저하

원칙 1.18 기후 및 기타 환경 조건

원칙 1.19 불법(파괴)행위

원칙 1.20 외부 위험요인

원칙 1.21 열차 화재 대응

제2부 특별 운행 대책

원칙 2.1 정상적인 열차운행제어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 승인

원칙 2.2 선로 점검

원칙 2.3 잘못된 방향의 이동

원칙 2.4 복선 또는 다중선 궤도에서의 단선 운행

원칙 2.5 열차운행제어장치의 기능 손상 동안의 단선 운행

원칙 2.6 사고, 장애물 또는 시설결함 발견 이후의 즉각적인 선로 방호

원칙 2.7 트롤리 운행

원칙 2.8 승객 통신장치 운영

원칙 2.9 열차 탈출 및 대피

Table 4 Comparison of train definition

구분 근 거 열차의 정의 비 고

국내
철 도

안전법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 제2조 5호

국내
도시철도

운전규칙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 제3조 3호

국내
철도차량

운전규칙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 제2조 5호

국외 일본 성령 정거장 외의 선로를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 제2조 13호

국외

국제기준
(IEC 62267

-1137-CVD)

시스템 요소로서 규칙적인 상태로 선로에서 운행되고, 여객 환승을 위하여 역에 정차하고 

선로 위를 움직이는 다음과 같은 차량 

- 단일차량

- 단일차량이 모여 하나의 유닛을 구성한 열차로서 정상운행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는 차량

- 여러 개의 단일 차량으로 구성되거나 다중 차량 유닛으로 구성된 열차로서 정상상태에

서도 분리될 수 있는 차량 

제5장 2절

국외
영국 ORR

열차안전 운행지침
차량이나 선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편성

부록 1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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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Table 4에 비교하여 제시한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열차’에 대한 정의는 ‘본선(선로)을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조성)된 차량’이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열차의 운행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차량 편성(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외 철도운전규정에서 “차량은 이를 열차로 편

성하지 않으면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4,6,8], 이 정의에서도 본선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열차에 대한 구성요건과 구비조건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열차가 본선을 운행하려면 차량의

편성 이외에도 열차번호, 승무원 탑승, 열차표지 등의 구비

조건을 열차 안전운행의 전제조건으로서 열차의 구성요건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승객안전 보장을 기본책무로 하는 도

시철도에서, 열차의 운행안전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요건과 필수적인 안전기능을 열차의 정의에서

부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철도사고 위험사건에 대한 주

요 안전기능 확인과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열차 안전운행 필

수요건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도시철도의 사고예방과 승객

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열차운행 준비단계부터 반드시 만족

하고,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요건으로서, Table 5과 같

은 열차 안전운행의 기본원칙과 핵심 안전기능을 도시철도

안전운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각종 철도 법령에서 이러한 안전요건이 명확히 반영

되도록 열차에 대한 정의를 “안전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을 구

비하고,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도시철도운전규칙 등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3.2 도시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열차 구성요건 제시

앞에 제시한 철도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기능의 확인

(Table 1)과 열차의 안전운행 보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적

용되는 안전요건 분석(Table 2, 3)을 기반으로, 철도 운행안

전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열차 안전운행의 기본원칙

과 안전기능 요건(Table 5)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도시철도에서 Table 5에 제시된 열차 안전운행 전제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열차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구비하고, 확인

해야 하는 도시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열차구성 요건을 아래

와 같은 체계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3.2.1 안전하고 완전한 편성

이 요건은 열차에 편성된 차량 전체가 안전을 유지하고 완

전하게 운행되어야 한다는 Table 5에 제시한 기본원칙의 준

수에 관한 사항이다. 도시철도 열차는 복수의 차량을 연결

하여 운행하며, 이때 연결된 차량은 전체가 완전·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도시철도운전규칙 제25

조, 이하 규칙이라 함)[6]. 여기서 ‘편성’이란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본선을 운행할 때 언제나 안전유지가 가능한 상태임

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편성된 차량 전체의 물

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견인·제동 및 전기장치의 연동제어,

출입문·방송·조명 등의 연동제어 등 편성차량 전체에 대

한 안전성과 완전함을 시험하고, 확인해야 한다(규칙 제25

조, 제31조)[6].

한편 “편성되지 않은 차량은 열차로 볼 수 없으며, 정거

장 외 본선을 운행할 수 없다[2,4,6,8]”라는 열차의 정의에

서, 용인경전철과 같이 영업열차 기본편성이 1량이거나, 자

체동력 및 운전실을 구비한 모터카·시험차 등이 단독 운

행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열차 정의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열차는 차량상호간에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복수로 편성된 차량이 운행 중 분리되는 위험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열차는 물

리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때 연결기는 상호 연

결되고, 잠금장치가 잠겨 있어야 하며, 제동공기관과 전기연

결선도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규칙 제25조)[6]. 

(2) 편성된 차량은 상호 연동하여 작용되어야 한다.

편성된 각 차량 간의 견인·제동·전기 작용은 상호 연

동되어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규칙 제30조)[6]. 동력분

산식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철도 열차는 단수 또는 복수의 유

닛(unit)으로 편성되고, 1개 유닛은 2-3량으로 구성된다. 이

들 각 유닛 간에 견인과 제동, 가·감속제어에 시차가 있으

면 주행 중 충격이 발생되고, 차량상호간 출입문·조명·방

송 등 전기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차서비스 제

공에 차질이 발생한다. 

(3) 열차편성은 제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여객의 승, 하차시의 안전과 선로유효장의 제한에

Table 5 Preconditions for safety operation of train

열차 안전운행의 기본원칙 안전기능 요건

 1) 열차 상호간의 충·주돌 위험으로부

터 보호

운전보안장치, 폐색, 

운전시각

 2) 운행 도중 분리된 위험으로부터

보호

분리시 자동 정차하는 

제동장치

 3) 편성된 차량 전체가 완전하게 운행
편성, 연동작용, 

열차표지

 4) 열차별 엄격한 운행관리
열차번호, 

열차별 운전시각

 5) 고속 및 고밀도 운행을 위한 안전시

스템의 지원
운전보안장치

 6) 위급상황 발생시 최단거리의 정차
비상제동거리 이내 정

지, 속도제한

 7)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정차 제동력 확보, 속도제한 

 8) 위험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승무원 탑승, 

운전보안장치

 9) 정해진 시간에 운행 운전시각, 견인력

10) 여객의 승, 하차 안전
최대 연결 차량수 제한, 

출입문

11) 열차의 운행방향과 완전한 운행여부 

확인
열차표지, 행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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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다. 도시철도에서 열차의 편성 량수는 역구내 선로의

유효장과 승강장의 길이에 의해 제한된다(규칙 제28조[6], 제

10조[8]). 열차 길이가 유효장을 초과하면 인접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승강장 길이를 초과하면 여객의 선

로추락 위험이 따른다. 한편, 승강장에 의한 열차 길이의 제

한은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에 한정하며, 빈차로 회

송하거나 구원운전 등으로 열차를 합병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4) 열차의 맨 앞과 뒤에는 운전실이 설치된 차량을 연결

해야 한다. 

열차의 운전을 열차의 맨 앞 차량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것

은(규칙 제33조[6], 제13조[8]) 운전자가 신호 및 선로 등 기

반시설의 특성과 상태, 기타 운전환경조건에 따라 속도조절

을 해야 하고, 위험이 있을 때는 신속히 정차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는 유인운전은 물론. 무인

운전(DTO; Driverless Train Operation 또는 UTO; Unattended

Train Operation)의 경우에도 무인운전 실패시 운전자 탑승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되어야 한다[3]. 

열차 맨 후부에도 운전실이 설치된 차량을 연결하는 것은

맨 후부차량에 차장이 승차하는 경우 차장이 각종 전호와 출

입문·조명·안내방송과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제동과 핸드

브레이크 취급 등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한, 차장 승무를 생략한 경우에도 비상시 퇴행 또는 추진운

전을 하는 경우 직원이 승차하여 전도주시 및 비상조치를 하

기 위함이다. 

3.2.2 충분한 견인력과 제동력 확보

(1) 열차는 충분한 견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전동열차의 출발과 가속에 필요한 견인력 (tractive effort)

은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목표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요소이다. 견인력은 열차 정시운행

확보를 위하여 선로의 기울기 등 선로조건에 따라 기동하고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열차는 적절한 제동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열차는 요구되는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위한 감속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상용·비상 제동, 주차제동, 보안제동을 기

본으로 하고, 효율적인 제동을 위하여 공기제동과 병용하여

사용하는 회생제동 또는 발전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제

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은 제동률(braking ratio, km/h/s)을 기

준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동열차의 상용제동과 비상

제동의 최대 제동률(감속도)은 일반적으로 각각 3.5km/h/s와

4.5km/h/s 이다. 주차제동은 정차 중인 열차의 구름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제동은 상용 또는 비상제동의 고

장발생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동력

은 선로의 상태,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구비

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8], 제96조[4]). 

(3) 열차는 차량이 분리되면 자동 정차하는 제동장치를 구

비해야 한다.

이는 Fail Safe에 근거하며, 주행중인 열차가 분리되면 자

동으로 정차시키는 제동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규칙 제30조

[6], 제14조[8], 제95조[4]). 열차에서 차량이 분리되면 자동

으로 정차하는 제동장치는 자동공기제동(관통공기제동)과 전

공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자동공기제동장치에서는 열차에

서 차량이 분리되면 제동관 공기호스가 끊어져 압력공기가

빠지는 원리를 이용하고, 전공제동장치는 제동전기선이 단

선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복

수의 차량으로 편성되어 운행하는 열차는 이 같은 제동장치

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4) 열차는 충분한 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동열차는 요구되는 속도제어(감속)와 안전한 정차를 할

수 있는 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규칙 제42조[6]). 제동력은

선로의 기울기 및 운전속도에 따른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하

며(규칙 제96조[4]), 이를 위하여 공기제동 외에 회생 또는

발전제동 등을 추가로 사용한다. 또한 열차운행을 개시하기

이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제동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

인하여야 하고(규칙 제31조[6]), 만일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

으면 해당 열차를 영업서비스에 충당할 수 없다. 만일 운행

중인 열차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평상시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규칙 제49조[6]) 운행을 중지하고 회송하여야 한다. 

(5)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m이내이어야 한다. 

열차운행 도중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

리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제동이 비상제

동이다. 도시철도에서는 비상제동거리를 600m 이내로 규정

하고 있다(규칙 제29조[6]). 이 규정은 열차의 제동축수가 부

족하거나, 선로가 급한 내리막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열차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소정의 제동거리를 확보

해야 한다.

한편, 열차에서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사가 위험상황에서 비상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제동 핸들, 비상제동스위치 동작)

② 열차제어장치(각종 안전장치)의 비상제동지령이 인가된

경우

③ 전기지령선의 단선 및 제동제어회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④ 주행중인 열차가 분리되거나 제동관이 파열된 경우

⑤ 정지신호를 모진한 경우

⑥ 주공기 압력이 부족한 경우

3.2.3 운행 중 예상되는 위험에 적절한 대응

도시철도 열차의 고속·고밀도 운행과 자동운전에 따른 잠

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이들 위험으로부터 열차의 안전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동열차는 운행 도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 중요 위험에 대응

한 적절한 안전 보안 시스템 (운전보안장치 등)을 구비하여

야 한다. 또한 안전 보안시스템이 실패한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능력을 갖춘 승무원이 탑승하여 위험에 따른 적절한 대

응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열차는 적절한 운전보안장치의 구비와 정상적인 기능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

열차운전보안장치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전을 확보 하

기 위한 장치의 총칭으로서, 폐색장치·신호장치·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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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장치·경보장치·열차자동정지장치·열차자동제어장치·

열차자동운전장치·열차종합제어장치 등을 말한다(규칙 제

3조[6]). 그 외에도 제동장치, 운전용 통신장치, 운전자 감시

장치, 열차방호장치 등이 있다.

전동열차의 운전보안장치는 지상장치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운전보안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언

제나 확인해야 한다(규칙 제19조)[6]. 유인운전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탑승하여 위험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보안장치가 이 기능을

대신하므로 만일 정상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행

을 중지하거나 속도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여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열차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한다.

열차에는 적절한 자격능력을 갖춘 운전자가 탑승하여(규

칙 제32조[6]) 선로상태, 신호조건 등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

고(규칙 제42조-제44조, 제48-49조[6]),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에는 비상정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각종 전호·여객의 안내·비상제동 및 수용 제동장치의

조작 및 필요한 경우 열차방호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탑승

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8], 제11조[4]). 다만, 무인운전에 적

절한 운전보안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통해 승무원의 역할

을 대신하여 충분히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무인운전 열차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8].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7].

① 신체 및 적성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②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능력과 건강적합성을 갖

추어야 한다. 

③ 승무 전 해당열차 운행과 관련된 정보와 운영특성을 이

해하고, 열차의 안전이동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알고 있

어야 하며, 열차의 안전이동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열차승무원은 관련 규정, 규칙 및 지시에 관한

지식, 열차/차량 및 운행선로/설비에 대한 지식, 열차운전 취

급 관련 기능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2.4 엄격한 열차 운행관리

도시철도 열차는 동일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열차가 높

은 빈도로 운행함에 따른 충?추돌 등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차마다 일정한 원칙에 따

른 확실하고 엄격한 운행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1) 열차는 열차번호를 부여하여 개별 열차의 명확한 식

별을 보장해야 한다.

동일 선로에서 다수의 열차운행에 대한 확실하고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개별 열차마다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

정한 원칙에 따른 고유의 열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6]). 

열차번호는 해당열차의 운행노선, 등급, 운행시각 등 열차

의 고유특성을 나타내고, 관제사, 승무원, 정거장 운전취급

자 등이 열차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열차번호를 활용하여 열차운용상 열

차별 차량 및 승무원의 배정, 선로 등 운전설비 활용을 지

정할 수 있고, 또한 영업상으로는 열차별 운행노선과 운행

시각, 열차의 등급(완·급행, 임시, 시운전 등), 행선지, 운

임 등의 영업관리에도 활용된다. 

차량은 열차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면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열차번호는 부여되어

있으나 차량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상의 열차로 구분

된다. 

(2) 열차는 운전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열차는 운전시각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진 운전시각에

맞추어 운전하여야 한다(규칙 제34조[6], 제23조[8], 제99조

[4]). 만일 열차운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운전시각

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열차의 운전시각은

열차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열차운행의 정시성을 확보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열차의 운전시각은 열차번호별, 정거장별로 출발, 도착, 통

과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시각은 운전계획

을 수립할 때 열차다이어그램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때 선

로 및 시설조건, 차량제원, 열차종류, 운전조건(역간운전시

분, 역간거리, 운전속도, 최소운행시격, 편성, 제한속도, 반

복시간 등), 수송파동, 전동차 운용 편성수, 작업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다. 영업열차에 정해진 운전시각은 공

시되며, 공시된 영업열차는 정해진 시각에 운행해야 하는 운

송의무가 주어진다. 

(3) 열차에는 열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행하는 열차는 운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열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규칙 제75조[6], 제103조[8]). 열차

는 전부표지와 후부표지로서 하나의 완전한 열차편성임을 나

타낸다. 한편 정차한 열차의 후부표지는 후속열차에 대하여

전방의 정차한 위치를 알려주어 추돌을 방지하는 운행안전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열차표지가 훼손되거나

소등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열차표지는 이용객 및 선로상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와 직원들에게 열차접근과 운행방향을 알려

주어 여객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열차표지는 맨 앞 차량 앞부분에 백색등 1개 이상의

전부표지, 맨 뒷 차량 뒷 부분에 적색등 또는 적색원판 1개

이상의 후부표지를 부착한다.

3. 결 론

현재 국내 철도법령에서 열차를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으로만 정의하고 있고, 도시철도운전규칙 등 관

련 안전기준은 철도 사고예방과 승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는 필수적인 열차 안전운행 요건과 국제적인 열차 구성요건

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여 국가 안전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기능의 확

인과 열차의 안전운행 보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요건 분석을 기반으로, 철도 운행안전 보장을 위한 전

제조건으로서 열차 안전운행의 기본원칙과 안전기능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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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열차 안전운행 전제조건을 만족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열차의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구비하

고, 확인해야 하는 도시철도 열차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

시하였다.

향후 열차의 정의를 “안전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을 구비하

고,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열차의 안전운행 전제조건

과 열차구성 요건을 반영한 관련 법규의 개정과 철도운전규

칙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철도의 사고예방과 지속적인 안

전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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