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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developed countries use risk based safety management system. Currently many

research efforts are made for the application of risk concept in safety management within

the boundary of the railway safety act 2005. But results of these efforts can be applied

around 2008 due to many background data and analysis techniques. For the prompt and

efficient construction of mid and long term safety plan(2006~2010) various reports on

safety issues and expert opinions are analysed in this study without risk analysis.

Identification of railway safety issues are summarized and effective measure are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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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1.

국내에서는 교통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에 따라 년 단위의 중장기 철도안전계획을 수립하[1] [2] 5

여야 한다 현재 교통안전법에 따라 수립된 제 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이 적용중이며 철도안전법에. “ 5 ” ,

따른 제 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은 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철“ 1 ” 2006 .

도부문의 사고발생 현황 원인분석 안전대책 및 추진실적이 교통안전 년차보고서 에 반영되어, , “ [3]”

매년 공개되고 있다 년도 교통안전 년차보고서에 따르면 철도분야의 국가관리 목표인 열차. 2005 “

운행 만 당 운전사고 건수 및 건널목당 사고건수 는 제 차 계획 기간중에 크게 감소하였100 km ” “ ” 5

다 그러나 년간 철도사상자수 및 년간 사고건수는 년에 비하여 각각 와 증가하였다. 2000 12% 6% .

철도사고 증가에는 상업운전을 위한 영업선로 연장의 증가 기존선로의 전철화 고속철도의 운, ,

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증가 및 도시철도 역사에서의 자살자 급증과 같이 다양한 원인이 있다, .

위의 원인들은 열차이용률 및 이용객의 증가로 분석될 수 있으며 사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철도사,

고 발생확률 및 발생시 피해자 수의 증가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철도사고 피해 및.

건수와 비교하면 국내의 철도안전수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 지.

고 있는 국내의 일반 자동차사고의 경우 이용자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년간

사고건수 및 년간 사상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철도분야에도 체계적인 안전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전한 철도운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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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회원,



철도안전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철도운행선

진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선진안전관리체계의 모범사례로 위험도 에 기반한, (risk)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도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의 구.

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 장애 자료의 원인분석 전문가 지식의 문서화 세부적인 위험도 평/ , ,

가 기준 및 기법의 정립과 같은 많은 기반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연구가 년부.[4] 2004

터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에서 시작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년 이후에 연구결과가 도출“ ” 2008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검증과 안정화 단계를 고려하면 년 이후 위험도. 2010

기반의 안전관리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년부터 철도안전법에 의한 중장기 안전계획의. 2006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어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보고서 사고조사, ,

및 보고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참고자료 분석, Top-down .

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제시하였다.

국내의 철도사고 발행현황 및 개선대책 수립현황2.

국내의 철도사고는 제 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에는 안전수준이 향상 되었으나“ 4 (1996~2000)” ,

그림 과 같이 제 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에는 안전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1 “ 5 (2001~2006)” .

그림 1 년간 철도사고 사망자수 변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

그림 에는 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사망자수를 일반철도 고속철도 포함 와 도시철도로 구분하여 나1 ( )

타내었다 그림 에는 자동차 사고사망자와 철도사고 사망자 피해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 . 2

에서와 같이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철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열차사고.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널목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널목 입체를 통해 그

림 과 같이 안전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된 열차운행 만 당 열차운3 . 100 km

전사고 건수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2 년간 철도사고 사망자수와 자동차사고 사망자수 비교

그림 3 건널목당 사망자수 및 건널목당 건수 변화

현행 개선대책은 교육 및 홍보 철도시설 개량 및 확충 철도차량 안전도 향상 철도, , ,① ② ③ ④

시설 장비 점검 및 관리강화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시철도 안전관리 강화로 나누어 추진중이/ , ,⑤ ⑥

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안전 년차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에는 사고원인, .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사고원인 표준분류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안전계획 수립

시 투자계획과 안전대책 및 사고피해 저감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고결과 보고 및 분류에 대한 표준 및 사고원인 보고 및 분류에“ ” “

대한 표준 을 작성중에 있다” .



국내 철도시스템의 문제점 도출3.

본 절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진행된 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사고조사 전문가의 경험

및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개 분야7

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3.1 ․
철도안전시설물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요인 분석 및 합리적 교환주기 선정-

건널목 사고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건널목 입체화 및- , .

개량을 위한 예산확보

선로주변 환경변화 택지개발 도로확장으로 인한 하천 유량증가 통수단면 축소 로 인한 수해 지- ( , , ) /

진해 취약개소 증가

선로보안 취약구간 선로변 낙석 도로차량 낙하 송전장애 유발 요인 타공사 의 증가로 선로변- ( , , , )

안전설비 개량 및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

시설 안전기준이 없어 선진국의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준용하는 수준 국내 철도운행환경을 고- .

려한 안전기준 작성 필요

지하구간 및 터널구간의 화재안전 장치 설치 미흡 물리적 특성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막대한 설- ( ,

치비가 소요되는 구간이 다수임)

역사나 불법행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역사 및 승강장의 보안장치 스크린도어 확대설- (CCTV, )

치 필요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3.2

주요차량 부품의 신뢰성 검증 및 차량 수명기간동안 안정적인 확보기반 마련-

화재 및 소방안전 기준을 포함한 차량 용품의 품질인증 및 확보기준의 부족-

차량정비 및 점검 기준 부족에 따른 현장 유지보수 작업자의 활용지침서 부족-

차량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의 설계 제작 기준이 미흡하며 제 자의 검증이 필요- / , 3

기술수준에 대응한 차량 검수시설 보완-

차량의 적정수명 마련에 의한 노후차량의 적기 대체 및 성능개량 필요-

위험물 수송에 대한 안전확보 및 운송대책 수립-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3

안전성이 높은 철도 수송분담율의 증대를 통한 전체교통 안전성의 향상-

국가차원의 철도안전 평가 감사 기능의 강화와 제도적 시행기반 구축- /

철도안전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반구축 필요-

철도안전관련 기준의 검증 및 시행절차-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의 책임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화 필요-

법령 제도의 홍보- ,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3.4

주요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및 시행 여건 마련-

철도사고조사 및 인증 전문가의 확보 및 현장 경험의 사고예방활동 반영-

주요 종사자의 자격요건 강화 조치에 대응한 세부적인 기준 작성-



신체검사 적성검사의 인적관리를 위한 세부항목 및 주기선정- ,

업무 전문성에 대한 검증방안-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5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규정 위반사고 근절-

사고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을 교육 훈련의 현실화-

사고 취약점과 대비책에 대한 사례 실기 위주의 체험교육 수행- /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확보-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6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안전관련 예산 및 전문자 집단 확대- R&D

신규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 도입- RAMS

철도운영기관별 운영환경 차이를 고려한 연구 추진-

국가 차원의 안전연구개발 투자비용 및 안전성능지표의 국제적 비교를 추진-

사고조사 및 위기관리 체계3.7

철도사고조사 및 안전자문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통한 전문성 효율성 강화- /

철도사고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분석 통계관리- /

사고수습 복구 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간의 연계성 확보 사고현장 접- / , ,

근 및 구조지원 시스템 구축

테러예방을 위한 보안대책 강화 및 사후 수습 체계 구축-

철도시설내 질서위반 등 불법행위 대응을 통한 철도 안전성 향상-

홍보활동 및 안전문화3.8

대중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철도안전 체험관의 설치 운영-

철도안전활동 우수기관의 인센티브 부여-

철도사고 및 안전활동 사례 공유체계 구축-

중장기 철도안전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결론4.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전문가 자문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결,

론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안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경험의 문서화-

체계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및 표준화된 분류체계의 도입-

사고통계 분석 원인분석에 근거한 안전개선 우선순위의 설정 및 투자 효율성 분석- ,

전문가 판단 결과 검증을 통한 현장적용을 위한 수준의 매뉴얼의 확보-

시스템 안전관리에 근거한 사고예방 요건의 도출 및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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