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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fety of railway systems is made by understanding causes and process of

railway accidents and grasping contents of a many of accidents. Now, Being carried
out a research and analysis about an extensive areas(the whole country, the
metropolitan area,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the city of three hundred thousands
and over of people) and field, thereafter the National Transportation(Railway) Database
has been constructed and developed to prepare the base that reduced an overlapping
survey using a standardized-material offer. A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plans to apply National transport DB inclu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systems to domestic railway safety management. The research

analyses the present conditions of establishing national transport DB, and reviews

problems when that use to railway system. As being based in this, the research

derived definitions and using plans of layers available to use, and plans of

establishing and systematizing information for desirable railw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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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1.

철도시스템의 안전은 철도사고 발생의 요인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유형별 사고내

용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현재 국가교통관리 과학화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역 전국 수. ( ,

도권 개광역시 만 이상 도시 과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표준, 5 , 30 ) ,

화된 자료제공을 통해 중복조사를 줄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국가교통 철도 가 구( )DB

축 및 개발되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구축되고 있는 국가교통 의 현황을 분석. DB

하였으며 철도시스템 위험분석에 활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로 등 국가 수,

송체계분야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국가교통 를 국내 철도안전관리에 적용하기DB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상태에서의 활용 가능.

한 레이어의 정의와 활용방안을 도출하며 향후 바람직한 철도 네트워크 관리대상 정보의 구

축 및 체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회원,



국가교통 구축현황2. DB

년 전국교통량조사에서 시작된 국가교통 사업은 년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1998 DB 1999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년에는 기반 조성 및 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2002

단계사업이 완료되었고 년까지 확장 구축 및 서비스 고급화를 목표로 단계 사업이1 , 2007 2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가교통 구축사업은 교통 기초자료 및 교통문헌 정보를 구축하는. DB

교통통계부문 여객 및 화물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실태 등을 분석하는 조사 분석부문 교통, ,

시설물 및 교통분석 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통주제도부문 등 개 분야로 추진되었다3 .

국가교통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우리나라 모든 교통시설 투자평가 및 교통정DB

책평가에 활용되어 교통시설투자 평가결과 의 신뢰성 제고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

중복 교통조사의 방지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분석 분야의 핵심 자료인 기종점 통행표 는 지역간 와 지방 개 광역권(O/D) O/D 5 O/D

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지역간 여객 인 경우수단을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으로 구분. O/D · · ·

하였으며 통행목적은 업무 여가 기타로 구분하였다 지역간 화물 인 경우에도 수단을, · · . O/D

톤급별 화물자동차 철도 항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교통 의 수치지도 교통주제도 는· · . DB ( )

를 기반으로 하여 교통 관련 정보 도로폭 차로수 제한속도 중앙분리대 유무 등 를NGIS ( , , , )

입력하고 이를 구조화 편집하여 교통 및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 수치지

도로서 노드 링크 등 교통망 자료 고가도로 정류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물 자료 교통 존, , , , ,

경계자료 등 교통분야에서 필요한 기본 자료와 함께 수계 주요 건축물 지형 행정구역 경, , ,

계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기종점 통행량의 자료구조2.1 (OD)

기종점 통행량은 사람이나 화물의 통행을 출발지와 목적지로 연계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교통계획 및 교통투자사업의 평가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 ,

시설투자계획 고속도로 및 기타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계획과 각 광역권 교통,

계획수립 및 정책 분석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축된 자료를 통해 여객 및 화물

수요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 교통정책에 긴요하게 활용된다 또한 표준화된 기종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투자우선순위 평가시 객관성을 기할 수 있어 교통투자의 효율성 증대

에도 기여하고 단시일 내에 요구되어지는 교통정책 및 사업 평가에도 이용되어 시간적 경, ·

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개 광역권 중죤 수단통행 자료구조2.2 5 O/D

파일명 구성 예- : ) BUSAN_M_MTRIP01.OUT

부산울산권 권역구분BUSAN = ( )․ ․ 중죤_M =․
수단통행_MTRIP =․ 년도 년을 의미01 = (2001 )․



수단통행 총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도보 자전거- : 8 Colume ( ,

는 제외)

1 2 3 4 5 6 7 8

출발죤 도착죤 도착죤 도착죤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통계청

죤code

통계청

죤code
죤번호 죤번호

승용차 승합차( )

오타바이 기타

시내버스

고속버스

기타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수도권 중죤 수단통행 자료구조2.3 O/D

파일명 구성 예- : ) SUDO_MTRIP01.OUT

수도권지역명SUDO =․ 중죤_M =․
수단통행_MTRIP =․ 년도 년을 의미01 = (2001 )․

목적통행 총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8 Colume

1 2 3 4 5 6 7 8

출발죤 도착죤 도착죤 도착죤 승용차 기타버스 Transit 택시

통계청

죤code

통계청

죤code
죤번호 죤번호 승용차 기타버스

노선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기반의 네트웍 정보의 활용현황2.4 O/D

그림 국가교통 활용현황1. D/B

그림 과 같이 시점과 종점의 분류방식에 의한 기반의 네트웍 체계를 기반으로 교통1 O/D

량 측정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 죤간의 이동 교통량을 지역별로 판정할 수 있으며 입력된,

범주의 수송물량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철도에서는 역과 역 사이의 교통량을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과 타 교통수단과의 수송규모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가장 큰 정.

보가치를 지닌 교통량의 영역별 분석결과는 경제성 안전성 등 분석에 활용되어지는 기반정,



보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철도시스템 위험분석 방법의 적용방안3.

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방법3.1

시스템의 위험도 평가 라 함은 잠재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빈도“ (Risk assessment)"

와 손실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

을 말한다 철도영역에서의 위험분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되어 질 수 있다. .

그림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와 분석절차2.

위험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의 기법은 다소C& CA (Cause and Consequence Analysis)

표현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와 를 동시에 행하는 기법으로 해석된다 즉 시스, ETA FTA . ,

템 또는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기기의 고장 또는 프로세스 이상이라고도 하는 하나의 발단이

되는 사상이 어떠한 경로로 진전하여 가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상 또는 사고로 발전하는,

가를 안전대책의 성공 실패를 고려해 넣어 해석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사상의 진전 경, . ,

로를 해석하는 부분과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의 실패를 해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소규모인 해석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도표로 표현되기 때문에 원인 결과의 인과. ,

관계가 이해하기 쉽고 결과가 완벽히 표현되므로 알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네트워크 운영기반의 철도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위험도 평가는 그림과 같은 원자력 화학,

공정 등 타 분야에서 적용하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단. ,

다양한 기술체계가 복합된 운영현장에서의 위험요인의 도출과 분류를 통한 위험도 산출의

복잡함이 최대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험도 산출에 요구되는 정보는 철도시스템의 운

영활동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취약점의 분석으로 과거의 사고이력 또는 발생 가능한 위험,

철도시스템 운영활동 분석

위험

감소

대책

운영중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산출(Risk)

위험도 평가(Risk)

수용 가능성 판정



의 추론에 따라 가능해진다.

중대사고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상 정보3.2

과거의 사고이력으로부터의 위험도 추론은 통계데이터를 통해 설정이 가능하지만 발생,

가능한 위험의 추론은 확률론적 방법론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사고로서 충돌 탈선 화재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공학적인 분석에 의, , ,

하여 위험발생가능성과 발생시 가능한 심각도의 산출이 가능해 진다 이때 확률론적인 방법.

론에 의해 가능 각기 특성에 따른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뢰성 있는 분석을 근거로 그

설정이 가능해진다.

충돌의 경우 운영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지는 열차추월경합 열차교향경합 열차경로경합, , ,

열차수렴경합 운전시격경합과 같은 경합 발생이력과 입환단계에서의 외삽 선로구배 포함, ( )

과 안개지역 등과 같은 환경적인 조건 주행선로의 분기점에서의 오류 선로전환기의 고장, ,

정보 등이 기본이 되어 발생가능성이 산출되어지며 충돌전의 속도와 충돌이 발생된 이후,

기술적인 특성 즉 충돌가속도에 따른 승객상해치 열차의 손상정도로부터 추론되는 심각도, ,

와 병발사고의 영향 등에 따라 위험도가 산출되어질 수 있다.

탈선의 경우 탈선을 유발시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차륜의 파손 이력과 외부 환경적인 제

약조건 즉 강풍 강설 강우 지진 등의 매카니즘에 따른 환경 특성과 차륜 접촉부 즉 레일, , , ,

의 건전도와 곡선반경 탈선계수 등의 인자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산출되어질 수 있다 또한, .

전복에 따른 승객상해치 열차의 손상정도로부터 추론되는 심각도와 병발사고의 영향 등에,

따라 심각도가 산출되어질 수 있다.

화재의 경우 역사 화재와 열차 화재로 구분되어지며 화재를 유발시키는 발화원에 대한 기

본 정보와 사람의 유동량 발화 이후 제어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따라 위험도가 산출되어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위험분석의 대상 정보를 기반으로 철도시스템의 정량적인 위험도의 표현이

가능해지며 이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관련된 영향 여부 및 가중치를 분석함으로서 시스템의,

위험도가 산출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시 요구사항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철도시스템 안전분석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 요구사항4.

상기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철도시스템에서의 중대사고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구축함으로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지며 이때 기본적으로 요구되

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역과 역간 시종점으로 분류된 노드에서의 교통량 정보가 요구되어진다- .

위험의 속성을 가지는 정보의 종류 즉 각 사고유형별 정의되는 위험분석용 정보의 정의- ,



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장과 해당 의 속성정보를 정의하여야 한다Arc .

교통량 정보와 더불어 환경정보 즉 강풍 강우 강설 지진 등의 기상정보와의 연동이 요구- , , / / /

되어진다.

교통 네트워크 레이어 철도안전정보 레이어 조합(a) (b)

그림 철도시스템 안전정보 네트워크망4.

결론5.

본 논문에서는 도로 등 국가 수송체계분야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국가교통 를DB

국내 철도 위험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재의 국가교통 구축현황을 분DB

석하였으며 위험분석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교통 정보를 철도시스템, . DB

위험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안전정보를 네트워크 경로 상에 확장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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