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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에 제정된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중점관리와 예산투자의 효과로 국내의 철도사고율은 크

게 감소하였다[1].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열차의 화

재, 충돌, 탈선과 같은 대형철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안

전대책을 2006~2010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

년 이후부터 국내의 열차의 충돌탈선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순수한 철도여객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2].

2011년에 발생한 국내의 사고율은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

일, 일본 등 철도운영 선진국보다 낮아 통계상 높은 안전성

을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철도안

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 안전성 개선

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3].

현재까지 철도수준에 대해 현재보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성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국내의 철도안전 수준

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어느 수준까지 개선이 필요한지 정

량적인 개선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 국

내의 철도안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무조건 선진국 수

준의 안전성 확보라는 단순한 명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였다[4]. 학술적으로는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을 의미하

는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등 다양한

개념이 도입되었으나[5],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통계, 안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여건이 국내 실정에 맞지 않

아 현재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철도

안전성의 정량적 평가에 관한 노력은 2004년 이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안전성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6~8], 위

험도평가에 기반한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10~20년의 장기

간에 걸친 다양한 사고정보와 세부적인 신뢰성 자료가 필요

하여 국내의 실정과 차이가 있어 현재 안전수준의 평가에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실정이다.

철도교통은 국외에서도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전성을 정량화하여 항공, 도로, 해양 교통 수

송과 철도교통 사고율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다양한 대국

민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9].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

상자의 99% 이상이 도로교통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교통에 초점을 둔 교통정책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수단 간의

안전성 비교 연구가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높은 국

내 철도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국내철도의 안전성

이 평가절하되어 국민의 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고 형태별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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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못해 국내의 다양한 사고 중 어

떠한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보고되는 모든 철도사

고 정보를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

내 철도사고 통계와 국제사고 통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

으며, 국내의 도로교통, 항공 및 해양교통 분야의 사고율과

철도사고율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국외의 철도사고와 다양

한 비교를 통하여 현재 국내의 철도안전수준에 대해 객관적

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철

도 안전분야별 취약요인의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부족했던 대중교통 수단 간의 안전

성 비교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교통수단

간 안전성의 세밀한 비교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 본 론

현재 철도안전수준에 대한 평가는 향후 철도안전목표의 설

정, 안전대책의 발굴과 같은 철도안전정책 수립에 필수적이

나, 철도사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관련연구가 부족하였

다. 그러나 최근 철도운영기관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크

게 감소하는 반면, 철도이용객이나 일반 대중의 과실로 인

한 철도사고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

서 철도사고 및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

유하고자 노력중이다. 유럽연합 가입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이려한 철도안전정보 공유를 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려는

논의가 2011년부터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철도안전수준의 평

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1) 철도사고 원인분석, 2) 철도 시

스템 분야별 문제점 분석, 3) 기존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4) 안전감사/평가/심사 내용의 검토 등이 있

다. 이들은 모두 정성적인 분석으로 국내외 철도사고율의 비

교평가나 위험도평가와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보

다 많은 정보가 요구되고 사고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상

이하고, 자살자 관련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 세부

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 본 절에서는 국내 철도사고

추세분석, 철도사고율의 국제비교, 다른 교통수단과의 사고

율 비교 등을 수행하여 이를 수록하였다.

2.1 철도사고현황 및 사고추세 분석

2.1.1 국내의 철도사고현황

철도안전법이 제정되어 철도사고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

된 2004년 이후 국내철도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4년 대비 사고건수 50%(635건→317건), 사

망자수는 46%(249명→135명) 감소하였다. 언급된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는 전체사고의 30~45% 이상을 차지하는 자살

사고가 포함된 수치이다. Figs 1~4에 국내 철도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율, 중대사고 발생건수 등을 수록

하였다. 이들 자료는 철도사고조사보고지침에 따라 보고되

는 사고정보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성된 자료로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을 통해 고시하거

나 국가통계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열차운행거리나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연간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

를 안전관리에 사용하였으나, 2004년도 고속철도 개통 및 운

행노선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단순한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를 이용하기 보다는 안전수준의 평가

시에 열차운행거리 혹은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환산된 사고

율을 사용중이다[10,11]. Fig. 1에 국내의 철도종류별 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내었으며, Fig. 2에 사고 발생건수를 나타내

었다. 이들 그래프에서 2004년 이후 사고감소율은 50% 였

Fig. 1 Number of railway accidents

Fig. 2 Number of railway accident fatalities

Fig. 3 Rail accident rate per 100million train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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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제 열차운행거리를 고려하여 환산하면 2010년까지

Fig. 3와 같이 더욱 크게 감소하여 사고율은 57%, 사망자수

는 50%로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위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의 대부분은 여객, 일반공중의 선로침입, 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와 같은 사상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대형참사로 연결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열차사고(충

돌, 탈선, 화재, 폭발사고)와 철도건널목 사고에 대해서는 Fig.

4와 같이 2004년 이후 60% 이상 크게 감소하여, 현재는 선

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2.1.2 철도 사고통계 국제비교

과거에는 국가별로 철도사고에 대한 정의 및 산출기준이

상이하고, 사고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철도국에서는 철도사고의 산출

기준을 통일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12]. 통일된 산출기준

에 따라 2010년도에 발생한 사고율을 국내 및 철도운영 선

진국에 대해 분석하여 Table 1에 수록하였다. 동일한 기준

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내의 사고통계를 수정하였다. 국제기

준에는 철도사고사망자를 여객, 종사자, 철도건널목 이용자, 일

반공중,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객의 선로 추락, 역구내에서 선로 무단횡단,

운행중 열차에서 강제로 하차와 같은 사고는 여객사고로 분

류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서는 직원의 허가없는 선로횡단,

실족에 의한 선로추락, 범죄 등은 모두 일반공중이나, 기타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여객 사망자의 대부분은 열

차의 충돌탈선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통계를 다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일

본의 경우 통계산출기준이 상이하고, 세부적인 통계가 공개

되지 않아 현재까지 비교가 가능한 자료만으로 분석하였다

[13]. Table 1에서 사망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자살관

련 사상자를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2010년도에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를 제외하면 국내의 사고 건수는 53%(339건→210

건), 사망자수는 44%(135명→59명)로 감소하였다. 사망자수

59명에는 선로 무단횡단 사망자 39명이 포함되어 있다.

2.1.3 국내의 철도사고추세

국내의 철도사고 및 피해는 Figs. 1~4에서와 같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열차의 충돌笑뻤긔화재 및 철도건널목

사고는 년간 20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사망

자는 자살자를 제외하면 50~80명 정도이며, 이중 60% 이상

이 선로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이다. 국내의 경우 선로변

울타리의 지속설치를 통한 선로무단횡단사고의 지속적인 감

소, 승강장 안전설비의 지속설치로 인한 승강장내 여객 사

상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 선진국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율은 년2% 이내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전체 국가의 평균적인 사고율은

년간 8%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내 철

도사고율이 높은 국가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사고율이 국내와 같이 낮은 국가는 사고율이 정체

되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2% 이내에서 조금씩 감소되

고 있다[10,11].

2.2 국내 교통수단간의 안전성 비교

2.2.1 교통수단간의 사고율 비교

교통수단 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1

Fig. 4 Number of train accident and accident rate

Table 1 Comparison of railway accidents with other countries (2010)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대한민국

열차운행거리(1억km) 5.20 4.85 10.32 3.24 1.41 1.56 1.46 1.87 13.41 1.94

충돌/탈선/화재사고(건) 16 35 34 5 10 5 9 9 14 4

건널목사고(건) 7 36 73 15 14 33 9 11 314 17

연간 철도사망자수(명) 25 69 146 71 42 30 10 37 353 59

열차사고/1억km 주행 3.08 7.22 3.29 1.54 7.09 3.21 6.16 4.81 1.04 2.06

건널목사고/1억km 주행 1.35 7.42 7.07 4.63 9.93 21.15 6.16 5.88 23.41 8.77

사망자/1억km 주행 4.81 14.22 14.14 21.91 29.79 19.23 6.85 19.79 26.32 30.41

자살사고/1억km 주행 43.08 67.63 87.11 33.64 48.23 57.69 137.67 66.31 - 55.15

선로침입사망/1억km주행 3.08 7.63 7.75 14.81 21.99 10.90 0 5.35 - 20.12

직원사망자/1억km 주행 0 0.21 0.78 1.54 1.42 0 0 1.60 - 3.55

여객사망자/1억km 주행 0 0.41 0 2.16 1.42 0 0 8.02 0.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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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율과 사고발

생시 피해도(사망, 중상, 경상)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야 한다. 철도나 항공의 경우 모든 승객에 대해 이동거리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관리중으로 연간 국내에서 이동하는 정

확한 거리가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나 해운의 경우 탑

승객 수나 이동거리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추정값을

사용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수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여객의 수송분담율과 교통수단별 사망자를 이용하

여 안전성을 비교하였다. 교통수단별 부상자 통계가 있으나,

도로교통의 경우 2010년도에 발생한 연간 사망자는 5,505명

인 반면, 부상자는 1,729,430명으로 항공, 철도, 해양의 전

체 부상자 합계 1,723명의 천 배 이상 발생중으로 분석의 의

미가 없어진다[2]. 철도, 해양, 도로교통 분야에서 경상자의

및 중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두 상이하여 동일한 비교가 어

려우며, 비교적 정확한 사고통계가 산출되는 사망자를 기준

으로 교통수단 간의 사고율을 비교하였다[2]. Table 2에는 최

근 5년간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을 수록하였으며, Table

3에는 교통수단별 사망자수를 수록하였다. Table 3에 철도

사고 통계중 자살자를 제외한 통계를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이는 자살자는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교통 수단별 수송분담율은 철도교통이 매년 평

균적으로 0.1%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도로교통에

서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 수송분담율과 사망자 누계를 토대로 도출된 수송분담율

별 사망자수를 철도를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를 Table 4에 수

록하였다. Table 4에서 철도의 사고율을 1로 할 경우 도로

는 25.3배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영국에서 수행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도로의

사고율이 철도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와 유사한 결과이다[9].

도로교통 사망자와 철도교통사망자의 직접 비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교통수단 간의 안전성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분석이 부족한 시점에서 수행되어 향후 자료

가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보다 세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에서 항공 및 해양의 경우 여객 수

송분담율이 낮아 여객수가 많은 철도 및 도로와 직접적인 비

Table 2 Transportation share by transportation mode for the last five years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철도
여객수 3,049,106 3,079,584 3,160,849 3,202,665 3,334,012 15,826,216

분담율(%) 25.2 24.4 24.3 25.0 25.7 24.90

도로
여객수 9,014,747 9,518,760 9,798,410 9,588,133 9,646,404 47,566,454

분담율(%) 74.5 75.4 75.4 74.8 74.1 74.85

해양
여객수 11,574 12,634 14,162 14,868 14,312 67,550

분담율(%) 0.1 0.1 0.1 0.1 0.1 0.11

항공
여객수 17,181 16,848 16,990 18,061 20,216 89,296

분담율(%) 0.1 0.1 0.1 0.1 0.2 0.14

Table 3 Number of accident fatalities by transportation mode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평균변화율(%)

도로

사고건수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1,100,097 1.50%

사망자 6,327 6,166 5,870 5,838 5,505 29,706 3.42%

부상자 340,229 335,906 338,962 361,875 352,458 1,729,430 0.89%

철도

사고건수 339 295 292 254 210 1,390 11.28%

사망자 105 89 75 63 59 391 13.42%

부상자 217 208 216 203 182 1,026 4.30%

항공

사고건수 6 8 6 13 7 40 3.93%

사망자 1 4 3 14 1 23 0.00%

부상자 0 10 18 1 1 30 -

해양

사고건수 657 566 480 723 737 3,163 2.91%

사망자 134 136 113 107 176 666 7.05%

부상자 89 78 127 136 71 501 5.49%

총계

사고건수 214,868 212,665 216,716 233,108 227,939 1,105,296 1.49%

사망자 6,652 6,498 6,145 6,120 5,817 31,232 3.30%

부상자 340,571 336,233 339,358 362,246 352,745 1,731,153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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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어려운 실정이며, 해양의 경우 기후, 연안의 상황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2.2교통수단별사고추세및 국제적인 수준 비교

철도의 경우 열차운행거리 증가 및 이용객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사고건수 및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고율

은 연평균 8% 대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유럽철도국 및 국

제철도연맹의 사고통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

도 대형철도사고가 10~2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가 반영되지 않는 추세이다. 이는 철도 및 항공사고 특

성상 대형사고로 인해 수백명의 여객 사망자가 발생하는 반

면, 대형사고가 없으면 연평균 1~5명의 여객 사망자가 발생

하여 통계수치가 크게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

다. 

도로교통의 경우 연평균 3% 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OECD 가입

국 31개국중 29위로 낮은 안전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하

여 분석중이나, 국내에서는 중장기 국가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14]. 

항공의 경우 정기운행항공기의 경우 사고가 2010년까지 10

년간 없었으며, UN 산하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서 1위

를 달성하는 등 2000년대 이후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14].

해양의 경우 항로여건, 교통량, 기상상황이 국가별로 상이

하여 특정수치로 사고율의 비교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국가

별 비교는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의 사고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거 10년간은

0.13%씩 증가하였다[14].

2.3 국내 철도안전수준의 비교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는 유럽철도국의 철도사고통계 산출기준에 따

라 국내의 사고통계를 수정하여, 철도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및 국내와 열차운행거리가 유사한 국가, 그리고 일본에 대

해 열차의 충돌탈선화재건널목사고, 사망자수, 종사자의 작

업중 사고율 등을 비교하였다. 국내의 철도사고율은 Figs.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크게 개선되어 국내

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철도사고중 자

살관련 건수는 과거에는 매우 높았으나, 수도권 도시철도 승

강장의 스크린도어 확대 설치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와 유사

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1억km당 사망자의 경우 선로침입에

의한 사망자수가 선진국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직원 사망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5배 정도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철도의 선로 상에서 발생하는 직원과 일반 공중의 선로침입

에 의한 사망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내의 철도운행 선

로 주변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많은 반면 선로를 횡단

하는 지하도로, 건널목, 육교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직원 사상사고의 경우 열차운행밀

도가 높고, 사고 및 장애 시 우회선로가 부족하여 작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여객사망자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사고통계를 다

시 계산하면 2004년 이후 여객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선

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운영기관의 과실로

인한 열차사고는 크게 감소하여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나, 일반 국민의 선로횡단 등으로 인한 사상사고율은 개

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직원의 사상사고율은 높은 반

면, 여객의 사고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철도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철도사고 종류별 국제비

교, 교통수단 간의 안전성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열차사고(충돌, 탈선, 화재사

고) 발생율은 20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철

도건널목 사고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일반 국민의 선로 침

입관련 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이는 국내의 인구

밀도와 열차운행 빈도가 높아서 선로 무단횡단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직원의 작업중 사고율이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철도 선로가 우회

선로가 없으며, 열차 운행 빈도가 높아 충분한 작업시간 확

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또한 철도교통은

도로교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 현황 분

석은 향후 철도안전대책의 수립시 대책의 대상, 방법, 안전

목표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철도안전수

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자료 등의 설계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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