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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 부처에서는 철도안전법 제정 및 철도 종합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인 철

도 안전 종합 계획 추진 등을 통해 철도안전관리를 도모해 왔다[1]. 그러나 여전히 열차 충돌, 탈선 및 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

로 직결될 수도 있는 열차 사고(충돌·탈선·화재 등)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Fig. 1과 Fig. 2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생한 철도 분야 별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건수에 대한 현황 및 이에 상응

하는 승객 및 철도종사원의 위험도를 나타낸다[2].

Fig. 1과 같이, 교통안전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속철도 분야를 제외한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분야의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승객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비

교적 높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부상 및 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심각도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 분야의

운행장애 및 사고 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고려했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여전히 열차 충돌, 탈선 및 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열차 사고가 발생 가

Abstrac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made great efforts in the area of railway safety management by means

of a railway safety law and an integrated railway safety plan established in 2004 after the Daegu subway fire accident.

However, after certain railway incidents, a reactive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hat has

led to fatal accidents caused by the collision, derailment, and fire every year. Henc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a

framework that integrates data from distributed detection devices into a real-time railway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for proactive safety management. Furthermore, we will provide a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for safety perfor-

mance monitoring indicators to determine whether the railway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works effectively.

The proposed framework is expected to be a cornerstone for the real-time railway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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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부는 대구 지하철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철도안전법 제정과 동시에 철도안전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철도안전관리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열차 충돌, 탈선 및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열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안전검지 장치 데이터를 통합하여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실시간 철

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의 효과

적인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

는 향후 추진될 실시간 철도 안전감시 제어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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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철도안전 감시제어 체계는 사후(事後)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철도안전 위험발생원인 감지 및 제거를 기반으로 하여 철도사고 발생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선제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실

정이다[3].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고발생 및 대형사고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실시간 철도안전 감시제

어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사례와는 다르게, 중국, 미국 및 영국 등 유럽 각지에서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안전 센서 네트워크, 위험평가제

도 및 일반안전지표(Common Safety Indicator) 수립 등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 분석 및 위험 경고 등 선제적

안전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철도안전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철도안전 확보를 통한 국

내 철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요소별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부문 별

위험도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험원에 대해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고자 한다. 또한, 현업의 철도안전 관련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신속한 안전의사결정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종래의 사후

처리 중심의 철도안전 감시제어 체계와 달리[8,9], 시설물, 차량 및 종사원 등의 개별적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각기 다른 운영

주체들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도모하여 잠재적 사고발생 위험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제공함에 따라 현업 종사자들이 우

선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적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의 개념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발 시스템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개발 시스템의 구성요소 별

기능 요구사항을 수립하여 시스템 계층구조 및 세부 모듈을 설계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활용 방안 고찰

2.1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개념 고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는 잠재적 사고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한 도구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 교통 상황에서 열차 위치, 역내 상황, 선로 상태, 기계 설비 등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안전 검

지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 활용된다. 설정된 안전성과 모

니터링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철도 교통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시기를 검측 및 감시하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제어대상 식별, 제

어방법 및 전략 등을 도모하고, 철도 교통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등을 토대로 승객 및 철도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철도 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의 목적과 쓰임이 유사한 도구로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

를 사용해 왔다. 안전성과지표는 철도, 도로 및 항공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건강 안전 및 화학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

업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10-17]. 기존 안전성과지표의 경우 안전위험의 감시 및 필요한 시정조치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Fig. 1. Number of accidents and incidents for each railway ser-

vice (2010~2014).

Fig. 2. Risk with respect to number of accidents (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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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안전성과지표는 검측 주기 및 검측 방법 등의 한계로 인해 실시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에 적용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항목 별 안전을 감시제어 할 수 있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를 활용하여 개발 시스

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했던 실시간 철도안전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프레임워크

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기반의 운영체계로 변형한다.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를 핵심 매개체로 활용한 개발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수정된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2.2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도입 방안 제시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 시스템의 운영 개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발 시스템은 기존 및 신규 안전 검지장치를 통해 열차 위치, 기상, 선로 및 기계 설비 등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련의 전처리 과정 및 특정 절차를 통해 실시간 안전정보를 추출한다. 취득된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차

량, 선로 및 외부 요인에 따른 항목 별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값을 연산하며,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값에 따라 즉각적인 대

응을 요구하는 긴급 이벤트와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이벤트를 구분하여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다. 식별된 위험 수준에 의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절차 제공을 위해 철도 서비스 운영관리, 철도 교통관리 및 철도 유지보수 관리 등의 시스템 운영 전략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시간 철도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은 통합 운영데이터 수집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

과 더불어, 조기 대응 및 긴급 대처 조치 전략을 제공하는 철도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 철도 교통 이용자 및 철도 종사자들에

게 실시간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철도 서비스 제공 모듈, 특정 이벤트 발생시 2차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철도 교통

관리 서비스 모듈,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 모듈을 구성한다. 따라서 개발 시스템

은 각 서비스 모듈들의 실시간 정보를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로 피드백 하는 순환 구조로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각 모듈

별 기능 요구사항을 수립하여 시스템 계층 구조를 확립하고 해당 모듈들의 상세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3.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기반의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역할 정의

3.1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기반의 시스템 운영 개념 도출

개개의 서로 다른 위험요인들은 하나의 중간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단일 사고는 중간 이벤트들의 조합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라 사고의 피해 심각도가 달라진다. 위험요인 발생여부 및 빈도에 따라 중간 이벤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대응 프로세스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안전검지

장치 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고발생까지 나타나는 상황 별 위험요인을 감지하는데서 시작한다. 위험요인 조합 및 구성

에 따라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별 검지항목을 구축하여 선제적 사고예방 및 피해 심각도 경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Fig. 3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일련의 중간 이벤트들에 대한 조합 구성을 나타낸다. 실제 발생하는 중간 이벤트의 진전 정도

Fig. 3. Concept of operation for real-time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using safety performance monitoring indicator (S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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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짧아질수록 사고 피해 심각도는 저감되며, 중간 이벤트의 진전 정도가 길어질수록 실제 사고 피해 심각도가 높아진다. 단일

중간 이벤트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해당 위험요인들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안전검지장치

들을 통해 식별된다. 아래 Fig. 4는 2006년 9월 29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보고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보고서 중 47건의 탈선 및 9건의 충돌 사고 중 신호 및 지시 취급 결함을 나타내는 초기 이벤트에 따라 발생 가능한 중간 이

벤트들과 해당되는 이벤트 결과를 포함하는 이벤트시나리오 예시를 나타낸다. 

Fig.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중간 이벤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조기 검지하기 위해, 미국 연

방철도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에서 제공하는 389개 항목에 달하는 위험요인 목록(Causal Factor List)을 기반

으로 하여 제시된 이벤트시나리오 예시에 해당하는 90개의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위험요인 별 이용 가능한 검지데이터 및

실시간 안전 데이터 선별을 통해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를 선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수행을 도모한다. Fig. 5는 각각의

중간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선정된 FRA의 위험요인 및 해당 위험요인 검지를 위한 장치 또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되는 실시간 안전 데이터 및 정보를 나타낸다.

Fig. 6은 시범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목록의 예시를 나타낸다.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는 잠재적 위

험에 대한 추세변화 및 위험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관측하는데 있어, 지표 별 특성에 따라 대응적 방법(Reactive Manner)

과 사전 예방적 방법(Proactive Manner)으로 분류하여 수립하며 표출된 안전모니터링 결과 값을 통해 중간 이벤트의 발생 가능

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목표치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긴급위험 알림의 필요여부를 판단하며 중간 이벤

트 발생 시 사고발생 방지 및 피해 심각도 경감을 위한 예방조치들을 도출한다. 

Fig. 7은 안전 목표치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임계값과 실시간 안전검지 장치 및 시스템을 통해 추출되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지표 값을 비교하여 긴급위험 알림의 필요여부 판단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안전성과

Fig. 4. Exampl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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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지표 항목 별 이력데이터를 기반으로 0.15에 해당하는 안전 목표치를 설정하고,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단위 시간

(Unit Time) 별 표준편차 값을 고려한 위험수준 및 임계값을 설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추출되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지표 값이 위험수준에 달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위험수준에 의거한 위험알림 및 예방조치를 수행한다.

다음 장에서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기반의 실시간 철도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에 대한 계층 구조 및 세부 기능을 설계한다.

Fig. 5. Safety data obtained from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device and system in the exampl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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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safety performance monitoring indicator (SPMI) list.

Fig. 7. Example of implementing safety performance monitoring indicator (S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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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계층구조 및 모듈 설계

선행 연구에서 수립하였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및 계층구조는 레이어 2단계 수준으로 설계한 반면[18], 본 연구에서는 각

기능 별 하위 구성요소 및 기능 체계에 따른 물리적 계층구조를 구성하여 레이어 4~5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모듈 별 역할 별 세

부 기능 설계 방향을 도출 한다. 본 시스템의 최상위 계층의 구성은 Fig. 8과 같이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Railway Service

Platform), 철도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Railway Safety Management Service), 일반 철도 서비스 제공 모듈(Common Railway

Service), 철도 교통 관리 서비스 모듈(Railway Traffic Management Service) 및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 모듈(Railway Maintenance

Fig. 8. Hierarchical structure for real-time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Fig. 9. Functional flow in the top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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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을 포함하고 각 모듈들은 개개의 특성에 맞추어 각기 다른 구성요소들을 통하여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한다.

본 시스템의 최상위 운영개념은 Fig.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열차 위치, 기상, 선로, 기계설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을 통해 실시간 안전 정보를 도출하여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에서 제어대상 식별, 제어전략 및 방법을 제

공한다.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반 철도 서비스 제공 모듈, 철도 교통관리 서비스 모듈 및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 모듈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수행 결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로 피드백 하는 순환 구조로 구성한다. 상

위 모듈 별 기능에 따른 하위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2.1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

본 모듈은 Operational data collector & processor, Data analyzer 및 Data reporter를 포함하며, 열차 위치, 역사 정보, 선로 정

보, 기상 정보, 기계설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처리를 수행하는 운영데이터 수집 및 프로세서를 통

해 단기 경향성 분석 결과를 데이터 분석기 모듈에 전달한다.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운영데이터를 표출하여 데

이터 리포터 모듈로 전송하여, 최종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도출 한다.

3.2.2 철도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

본 모듈은 Imminent threat alert와 Proactive safety risk manager를 포함하며,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에서 전달 받은 실시

간 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 위험 알림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 감시제어를 수행하며, 제어대상 식별과 더불어, 제

어전략 및 방법, 유지보수 대상 및 절차, 실시간 안전계획 및 절차, 승인된 운영 방식 및 절차 등을 제공한다. 각 모듈 별 상세

기능사항은 3. 철도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의 상세 설계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3.2.3 일반 철도 서비스 모듈

본 모듈은 Railway operation service management, Facility operation service management, Passenger service management 및

Railway service provider를 포함하며, 철도 안전관리 서비스 모듈을 통해 취득한 운영절차 및 실시간 안전 계획 절차에 따라 철

도 운영 서비스 관리를 수행한다. 할당된 열차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시설 및 기계설비 운영지침을 전달하며, 철도 교통 이용

승객들에게 서비스 지침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철도 서비스 제공 모듈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실시간 상황 정보를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로 전달하며 열차 운영 배정 계획을 철도 교통 관리 서비스 모듈로 전달한다.

3.2.4 철도 교통 관리 서비스 모듈

본 모듈은 Railway schedule checker, Railway traffic adjuster 및 Railway traffic dispatcher를 포함하며, 일반 철도 서비스 제

공 모듈과 철도 서비스 플랫폼 모듈에서 전달 받은 열차운영 배정 계획 및 실시간 안전 계획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운영

상태에 예정된 열차운영 계획표를 확인하며, 열차운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계획 지침을 도출하여 예정된 교통 정보와 비교

하여 장애, 준사고 및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 지연 등의 피해 및 손실을 대비한다. 이를 위해 교통 흐름 제어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된 제어 지침을 통해 예정된 열차 운임 계획을 재배치하여 최적의 열차 운영을 도모한다.

3.2.5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 모듈

본 모듈은 Railway maintenance data manager, Railway maintenance diagnostics, Railway maintenance prognostics 및

Railway maintenance cost optimizer를 포함하며, 선행 모듈들을 통해 취득한 실시간 정보를 기반 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 등

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유지보수 대상의 상태 점검 및 진단을 진행한다. 더불어, 향후 고장 가능성 및 상태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최적의 유지보수 전략을 제공한다. 

3.3 철도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의 상세 설계

3.3.1 긴급 위험 알림 모듈

철도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 중 즉각 대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긴급 경보를 제공하는 긴급 위험 알림 모듈은 취합된 상태

정보 및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기반 하여 실시간 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실시간 상황 모니터(Real-time Status Monitor)와

더불어, 안전 이슈에 대한 운영 제어 절차를 제공하는 긴급 의사 결정 모듈(Immediate Decision-Maker)및 수행 가능한 운영 제

어 절차를 점검하여 제어 방법 및 유지보수 계획을 제공하는 운영 계획 모듈(Operational Planner)을 포함한다. 실시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도출된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값을 표출한다. 수집된 결과 값에 따라 제어 대상을

식별하게 되며, 동시에 긴급 의사 결정 모듈로 이용 가능한 항목들을 전달한다. 긴급 의사 결정 모듈에서는 실시간 안전계획 및

절차와 더불어, 제어전략 및 방법, 운영 절차 옵션을 운영 계획 모듈로 전달하며, 운영 계획 모듈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수

행하게 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 위험 알림 모듈은 선제적 안전 위험 관리 모듈과 별도로 조기 대응 및 대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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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도모에 실패할 경우 운용하게 되며 현존 하는 사후처리 방식의 안전 감시제어 체계를 한 단계 진일보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2 선제적 안전 위험 관리 모듈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험원에 대한 조기 대응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선제적 안전 위험 관리 모듈은 위험 모니터링 모듈(Risk

Monitor), 위험 분석 모듈(Risk Analyzer) 및 운영 안전 의사 결정 지원 모듈(Operational Safety Decision Supporter)을 구성하

며, 물리적·공간적 구성 요소에 따른 기능 수행을 포함한다. 긴급 위험 알림 모듈과 유사하게,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명확하게 존재한다. 선정된 항목 별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를 통해 잠재

적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여 위험요인을 감지하며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값에 따라 긴급대응과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을 구분한다. 위험분석 모듈에서는 위험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안전 의사결정 지원모듈로 통보하며,

최종적으로 제어 대상에 따른 제어방법 및 전략을 최상위 서비스 모듈들로 전달한다.

(1) 위험 모니터링 모듈

본 모듈은 Fig.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모니터(SPMI Monitor), 예상치 못한 이벤트 모니터(Unplanned

Event Monitor) 및 업무보고 모듈(Activity Reporter)을 포함하며, 선정된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에 따른 항목 별 결과 값을 표

출하며, 수집된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긴급대응 이벤트와 잠재적 위험 이벤트를 구분하여 조기대응을 도모한다. 안전

성과 모니터링지표 모니터의 하위모듈의 구성항목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 모니터 모듈과 같이 차량, 인프라 및 외부 요인들을

포함하며, 세부 구성요소 별 발생 가능한 이벤트들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 차량 상태 모니터 모듈

본 모듈은 Fig. 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이벤트 모니터 모듈 구성요소 중 하나로 차량에서 발생 가능한 이벤트들

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화재 검지장치, 추진제어 검지장치, 차상신호 검지장치, 차축온도 검지장치, 열차 출입

Fig. 10. Functional flow of imminent threat alert module.

Fig. 11. Functional flow of proactive safety risk manager module. Fig. 12. Functional flow of risk monit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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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검지장치 및 전원공급 부품 검지장치를 통해 차량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부문 별 긴급 이벤트 발생 시 상위

모듈인 위험분석 모듈로 긴급 이벤트 정보를 전달한다.

- 인프라 상태 모니터 모듈

본 모듈은 선로 상에서 발생 가능한 이벤트들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Fig. 15와 Fig. 1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선로부문과 제어부문으로 구분하여 세부기능을 나타낸다. 선로부문에서는 선로상의 궤도회로 검지 장치와 더불어, 선로온도, 선

로틀림, 지장물 및 스트레인 게이지 검지 장치를 기반으로 긴급 이벤트 정보를 추출한다. 제어부문에서는 연동장치 및 자동폐

색 신호 장치를 통해 긴급 이벤트 정보를 추출한다.

- 외부 요인 상태 모니터 모듈

본 모듈은 Fig.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상 조건, 선로 상의 침입자 여부 및 터널 등에 작업자나 일반인 진입여부를 모니터

링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 13. Functional flow of unplanned event monitor module. Fig. 14. Functional flow of rolling stock status monitor module.

Fig. 15. Functional flow of railway track part status monitor 

module.

Fig. 16. Functional flow of railway track control part status 

monitor module.

Fig. 17. Functional flow of external factor condition monit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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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분석 모듈

본 모듈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 관리모듈(Unplanned Event Manager), 차상상태 분석모듈(On-Board Condition Analyzer), 차

륜경향 분석모듈(Wheel Trend Analyzer), 선로경향 분석모듈(Track Trend Analyzer), 선로변 신호기 상태분석 모듈(Trackside

Signal Facility Status Analyzer), 지상조건 분석모듈(Ground Condition Analyzer), 역사상태 분석모듈(Station Status Analyzer)

및 이벤트 분석모듈(Event Analyzer)을 포함하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Fig. 18. Functional flow of risk analyzer module.

본 모듈은 선행 모듈인 위험모니터 분석모듈로부터 전달 받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와 잠재적 위험대상 및 긴급 이벤트 정

보를 토대로 해당 요소의 실시간 상태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벤트 분석모듈에서 최종적으로 위험평가

에 따른 위험경감 조치를 운영 안전 의사결정 지원모듈로 전달한다.

(3) 운영 안전 의사결정 지원 모듈

본 모듈은 안전 의사결정 지원 기반의 열차 스케줄링 모듈(Safety Decision Supporter Based Railway Scheduling), 안전 의사

결정 지원 기반의 차량-인프라 공조 모듈(Safety Decision Supporter Based Rolling Stock-Infrastructure Cooperation) 및 안전

의사 결정 계획 모듈(Safety Decision Planner)을 포함하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Fig. 19. Functional flow of operational safety decision supporter module.

본 모듈은 위험분석 모듈의 수행 결과인 위험평가 값에 따라 열차운행 시간표 설정이 필요한 대상차량을 선별한다. 또한, 최

적화된 열차 스케줄 및 유지보수 스케줄을 제공하여 실시간 안전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며 필요시 유지보수 대상을 선별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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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과모니터링지표 기반의 시스템 운영 흐름 제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의 운영 흐름은 Fig.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0. Operational flow chart for real-time safe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조기 대응 및 사전 예방적 사고 대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본 시스템은 기존 및 신규 안전 검지장치들을 기반으로 실시간 안전

데이터를 추출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를 모니터링 한다.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별 결과 값과 안전 목표치에 따라 설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긴급위험 알림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긴급위험 알림이 필요할 경우 긴급 의사 결정 모듈을 운용하여 수행

가능한 운영절차들을 도출하고, 긴급위험 알림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안전 의사결정 지원모듈을 통해 실시간 안전계획 및 절차

들에 대한 후보군을 선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 철도 서비스 모듈, 철도 교통 관리 서비스 모듈 및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 모

듈을 이용하여 실시간 안전계획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당 상황에 대한 실시간 상태정보를 철도 서비스 플랫폼으로 피드백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의 철도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실시간 안전 감시제어 시스

템 기능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프레임워크는 최상위 계층 구조에 속해 있는 5가지 서비스 모듈들을 토대로 안전

정보 수집, 실시간 안전 데이터 추출, 데이터기반의 안전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실시간 안전관리, 실시간 안전계획에 따른

스케줄링, 철도 교통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 및 유지보수 계획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제

안된 프레임워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소 별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결

과 값에 따라 긴급대응이 필요한 이벤트와 선제적 사고 예방을 필요로 하는 조기대응 이벤트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설계되었

다. 잠재적 위험요인이 검지될 경우 분류된 이벤트 속성에 따라 위험도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안

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향후 추진될 실시간 철도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에 적용되어 사고 예

방을 위한 안전 관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제적 철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실시간 철도 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 및 이행 전략을 통해 도모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기반의 실시간 철도안전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제한하여 시스템 구성요소를 설계

하였으며,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과정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제안된 프레임워크

의 성능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량적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세설계 수준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각 세부 과정에 따른 하위모듈들의 상세개발을 위하여 이벤트 유형 별 특성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지표 목록,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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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 및 검측주기와 더불어 위험알림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임계값 산정 방안 등에 따른 안전 조치사항을 보다 상세

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안전의사결정 증진을 위해 안전검지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원시데이터 신뢰도 향

상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추후 연구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

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개발될 안전검지장치를 통해 취득 가능한 데이터가 확대 되면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 입증을 위한

정량적 연구 또한 추가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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