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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화재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분석

 Quantitative Risk Analysis for Railway Tunnels

박정현*·심차상

Jung Hyun Park·Cha Sang Shim

1. 서 론

1.1 연구목적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교통 체계 구축의 대안으로써 그리고,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등 여건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 노선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질 전망이며 국내 지형적 특성 및 철도 고속화 추세에 따라 연장 1km 이상의 터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잦은 철도관련 사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철도터널 방재계획 수립시 세밀한 검토

Abstract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from Korean and foreign railway tunnel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is

that for the sake of rapid evacuation, more stringent standards for provision of evacuation passages, which require high

cost, are being applied. Korean standards stipulate that passage installation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risk through a QRA analysis of each tunnel with 1km or longer length. As, however, detailed application criteria

as fire occurrence probability, fire occurrence scenario, size of fire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level of social risk are

not available, additional costs may be incurred due to excessive design. Thus, standards of an appropriate level need to

be established. With this backdrop, this study selects detailed application conditions of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level through a study and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and analyzes the maximum length of tunnels to which the

application of evacuation passages, or the application major evacuation promotion facilities, can be relaxed, together

with a QRA analysis of model tunnels (for high speed rail) with different tunnel lengths. In addition, the QRA results

on tunnels, including those on the Honam high-speed rail, and analysis results for the model tunnels, are compiled, ; the

ultimate results are compared with Korean and other countries’ standards related to evacuation promotion facilities, As

a result, The appropriateness of application standards are reviewe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 for establishing a reasonable disaster prevention plan that will consider safety and economies.

Keywords : Railway Tunnel disaster, QRA, Fire occurrence, The level of risk, evacuation promotion facilities

초 록 국내외 철도터널 방재기준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피통

로 설치 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내 기준의 경우 1km 이상 연장의 터널별 QRA 분석을 통해 위험수

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QRA 분석에 필요한 화재발생확률, 화재발생 시나리오, 화재규모, 사

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용기준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과다설계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조사 분석을 통해 합

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세부적용조건들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터널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고속철도용)들에 대한

QRA 분석과 동시에, 중요 대피촉진시설중 하나인 대피통로 미적용 가능한 터널최대연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

재 호남고속철도 등 터널들에 대한 QRA 결과와 모델 터널의 분석결과를 종합, 피난촉진시설 관련 국내외 기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들은 향후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재계

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철도터널사고, 정량적위험도분석, 화재발생, 위험수준, 피난촉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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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된다.

철도 터널의 방재계획은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들의 안전한 피난과 구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대응 방

안이 포함되는데, 비상시 어떠한 방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 관련법규인 “철도안전법 제25조”,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서는 철도시설(방재시설 포함)의 안전성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를 통해 수행되는데, 위험의

크기를 정량화시켜 사회적 위험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방재계획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

적 위험 기준은 산업화 정도와 인구밀집이 높은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홍콩 등 3개국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경제

규모, 국민의식수준 등 여러 여건에 따라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기준이 미정립된 국내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

느냐에 따라 방재계획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QRA 분석에 필요한 화재발생확률, 사고시나리오 구성 분기비, 화재

규모 등 세부적용기준들에 대한 국외 연구결과도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한 결과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본적 연구

조차도 미흡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연구범위

철도터널 안전성 분석과 방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2개 연장(L=2.5/5km, 단/복선, 구배 고정)

의 총 4가지 모델터널을 고려하였다. 세부적으로, 시나리오 구성 및 선정을 위해 국내외 철도터널 화재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

하였으며, 시나리오 분기비율 산정을 위해 열차 운전방향, 열차 기동 확률, 화재 진압 확률, 터널내 화재지점, 화재차량의 위치,

탈출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철도터널 방재 관련 기준 및 법규, 국가별 사회적 위험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으며, 화재강도 선정, 사망위험 평가 그리고 연기확산 및 피난대피 등 분석 수행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조사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세부적용 조건들을 선정,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관련한 국내 법규

조항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들의 Case Study를 통해 (1) 정량적 위험도 평가 기법 소개, (2) 모델 터널에

대한 QRA 분석 및 방재 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사회적 위험도 기준 범위 내에서의 대피통로(피난연결통로) 미적용 및 1개소

적용 가능한 터널 최대연장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모델 터널과 국내 고속철도 터널 유사규모 사례 그리고 국외 기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

해 보았으며, 중요 대피촉진시설 중 하나인 대피통로(피난연결통로) 미적용 가능 터널최대연장 및 1개소 적용가능 터널최대연

장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터널의 각 Case별 QRA 결과와 철도터널 방재기준에 따른 방재계획과의 비교

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QRA 분석에 필수적인 세부기준(사고 시나리오 및 분기비, 화재강도, 사고 빈도 추출 등)에 대

한 검토도 병행하였다.

2. 본 론

2.2 국내·외 철도터널 방재기준

2.2.1 국내 철도터널 방재기준 현황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국가적인 안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에

대한「철도안전법(2004.10), 최신 일부개정 2005.12」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25조에 근거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

칙(2011.06)」과「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2011.08)」이 제·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장 1km 이상의 철도터널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이와 더불어「철도설계기준(2016.06)」을 통해 철도터널에 대한 방재설비를 구

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관련법 규정 및 각종 기준들의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일 기준 ‘Table 1’과 같다.

2.2.2 국외 철도터널 방재기준 현황

철도터널 관련한 국외 방재기준은 전문 협의체 제시 기준 ‘Table 3’과 국가별 기준 ‘Table 4’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별

로 전문 협의체 기준을 준용하여 자국 상황에 맞는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특징이 있다.

먼저 전문 협의체 기준은 크게 UIC(세계철도연맹) 및 UN/ECE의 권장사항 그리고 EU의 TSI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UIC

는 철도 전반을 포괄하는 80여년 역사의 비정부, 비상업적 기구로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과 철도기술 논의 및 규정 제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UIC 관련 기준은 국가 또는 국제적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써 UN/ECE의 ITC(내륙수송위원회)는 터널 안전

전문가 그룹 창설 후 도로터널과 철도터널에 대한 권장사항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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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disaster prevention for railway tunnels in Korea.

Category Title Contents Remark

Law Railroad safety act

· Chapter 4 Safety management of railway facilities and railway 

vehicles

· Article 25 (Safety standard for railway facilities)

9610, the law

(2004.10)

Enforcement 

rule

Rail safety standard 

to the rules

· Chapter 1 general rules-article 3(application scope)

· Chapter 3 line facilities-section 4 tunnel-article 27(tunnel safety 

of the general criteria) ~ article 41(water facilities)

356,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epartmental regulations

(2011.06.)

Criterion

Rail safety

criteria

· Chapter 2 rail safety analysis-section 4(analysis of undertaking 

accomplishment process for the safety and methods), section 5 

(performing safety analysis of the railway tunnel), section 8 

(safety records and use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 Chapter 3 line facilities -section 4 tunnel-

1. Measures for accident prevention facilities

2. Facility measures to reduce accident damage

3. Facility measures, promotion of an evacuation

4. Measures of structural promotion facilities

2011-414, The ministry’s notice

(2011.08.)

Railway design 

standard
· Chapter 12 tunnel-12.15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2011-455, The ministry’s notice

(2016.06.)

Table 2. Exit standards for one railway tunnel.

Facilities Contents Remark

Emergency Exits
Emergency use for evacuation of passengers and crew, 

installation in vertical gangs and sloped gangs

Verification of installation interval through 

safety analysis

Table 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Group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UIC · UIC Codex 779-9 Safety in railway tunnels - recommendations for safety measures(2003)

UN/ECE · Recommendations of the multidisciplinary group of experts on safety in tunnels(Rail) (2003)

EU(TSI)
· Directive 2001/16/EC -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 Directive 96/48/EC -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european high-speed rail system

Table 4.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by major countries.

National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USA

·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for general railway tunnels are not provided

· Applying necessary ventilation/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ccording to tunnel characteristics for each railroad tunnel

· There are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established by NFPA for subways and they are widely used worldwide. Regarding 

the main line section, it is required to install facilities for safe evacuation of passengers

Japan

· Although there is no disaster prevention standard prescribed by law, separate standard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unnels an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re applied. For Seikan Tunnel, the longest underground railway 

tunnel in Japan, the disaster preven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standards

· Shinkansen high-speed railway is divided into long tunnels with a tunnel length of 5km or more. If tunnels with a distance 

of 400m or less are continuously located, the tunnel is classified as a semi-long tunnel even if the total length of the tunnel 

is 5km or more. Planning

Germany

· For railway tunnels of 1,000m or more, the Bundesbahan standards of the Federal Railway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standard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Outdoor fire hydrant facilities (fire hydrants, fire hydrants, water supply facilities), evacuation facilities (induction signs, 

emergency exit signs, emergency lighting), fire fighting facilities (emergency outlets, radio rebroadcasting facilities), Etc.

· In double-track tunnels, passenger trains and freight trains are not regulated at the same time

Italy

· It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railroad tunnel of 

5~20km, and the special point is to install the fire detector in the vehicle

· In the case of the high-speed railway in Italy, if the proportion of tunnels as a whole is high, even if there are many 

relatively short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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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터널모델에 적용한 방재시설 중 하나인 대피통로 관련 기준은 ‘Table 5’와 같다. 대피통로 적용대상 철도 터널의

연장은 주로 1km 이상이며, 설치간격은 500~1,000m로 전문 협의체별,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국내 터널 방재기준은 국외 방재기준과 비교하여 시설규모면에서 평균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피통로·제(배)연설비

등 주요 방재시설은 터널의 지형조건 및 열차의 운행조건 등을 고려한 위험수준을 분석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비용적인 측면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지하철 등 목적별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세밀한 부분도 다수 있으며 각 기준간 중복 항목 존재, 용어 불일치 항목, 필요 중요사항 누락 등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국내처럼 터널 목적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통합기준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특히 일본은 필요시 터

널별 기준을 마련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특징이 있고 미국, 유럽 등은 성능 중심의 터널 설계기준 제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정량적 위험도(QRA) 분석

2.3.1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위한 주요 적용조건

국내에는 사회적 위험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문헌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홍콩 PHI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철

도터널의 안전성분석 평가절차서(감리용, 2006)”,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관련 도로터널 프로젝트, “호남고속철도 차량 화재강도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기준 작성 용역”, 기타 국내 설계사에서 수행된 철도터널 QRA 분석 등).

 본 연구에서도 홍콩 PHI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able 6’과 같은 순서로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사고 시나리오 구성, 전개 및 선정

터널 내 열차에서 화재 발생 후 피난 개시까지의 단계별 진행과정은 ‘Table 7’과 같다. 부가적으로, 시나리오 설정시 화재지

Table 5.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scape routes.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verseas disaster prevention standard

UIC UN/ECE TSI

Standard

· UIC 779-9 code (2003)

· 1~15km long tunnel, 15 km long super 

long tunnel

· Suggested measures for tunnels over 

1km

· Applied to 1~15km tunnel · All specifications of TSI apply to 

tunnels over 1km unless otherwise 

stated

· Tunnels over 20km in length are 

subject to additional safety mea-

sures not covered by the TSI by 

special safety review

Escape

route

· The distance between safe evacuation 

is 1,000m (average distance of passen-

gers escaping from 500m)

· Crossing of single line parallel tunnels 

500m

· Vertical exit height 30m

· Smoke spread prevention facility is 

required in safety zone

· Installation of escape passage exit 

door

· Maximum slope tunnel length is 

150m. If it is longer than this, the 

vehicle must be able to enter

· The crossing width and height are over 

2.25m and the structure preventing the 

spread of smoke

· Although the standards are different 

for each region and country, it is 

possible to escape quickly

· The distance between the twin tunnel 

and the tunnel is 500m or less

· The twin-tunnel tunnel uses the evac-

uation connection channel rather than 

the exit through the land surface

· Ground vehicles should be accessible 

on sloping escape routes of 150m or 

more

· Vertical tunnel stacking is 6m or less, 

width is 1,200mm or more, height is 

30m or more, lift is installed for fire 

brigade

· Slope tunnel is 2.25m×2.25m in size, 

and extension is 150m or less

· Fire doors of cross passages should 

be able to resist fire for 30 minute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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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대피거리에 따른 사상자수 차이 발생)과 화재차량의 위치를 반영하였으며 터널에 배연 설비(제연팬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는 배연운전 성공여부를 시나리오에 추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연운전 성공여부에 대해 고려치 않았다.

(2) 화재사고 발생 확률

국내 통계자료인 2015년 철도통계연보[5]를 인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화재사고 발생률은 2000년 이후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

이므로 2001년 이후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아래‘Table 8’에서 여객차량에 대한 화재사고건수(2001년 이후 합계, 2008

년부터 2015년까지는 화재사고 미발생)는 총 9건으로, 화재사고 발생률로 환산할 경우 0.013건/106tr·km가 되며 이 값을 적용

하였다.

참고적으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QRA 분석보고서[7]에서 조사된 국외 주요 국가들의 철도 관련 일반사

고 및 화재사고 발생률은 ‘Table 9’에 서술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일반사고 발생률의 경우 3.966건/106tr·km로 철도 선진국

Table 8. Rate of fire accidents related to domestic railways (2001~2008).

Year

Odometer

[106tr·km]
Number of 

accidents

Accident rate

[106tr·km]

Number of fire accidents
Fire incident rate

[count/106tr·km]

Fire

accident

ratioTotal Passenger Total Passenger Total Passenger

2001 108.180 81.268 529 4.890 7 6 0.065 0.074 1.3%

2002 107.292 80.358 492 4.586 2 1 0.019 0.012 0.4%

2003 108.300 81.021 484 4.469 1 0 0.009 0.000 0.2%

2004 113.780 81.021 555 4.878 2 1 0.018 0.012 0.4%

2005 116.400 90.546 482 4.141 0 0 0.000 0.000 0.0%

2006 116.190 89.697 401 3.451 1 0 0.009 0.000 0.2%

2007 117.864 89.996 359 3.046 4 1 0.034 0.011 1.1%

2008 120.728 92.311 302 2.501 0 0 0.000 0.000 0.0%

Total 908.734 686.218 3,604 3.966 17 9 0.019 0.013 0.47%

Table 6. Quantitative risk analysis sequence.

Num Analysis step Contents

1 Accident scenarios Scenario setting, probability of occurrence, branching ratio selection

2 Fire strength selection Choosing the strength of passenger car fire, determining fire growth curve

3 Estimation of evacuation time Calculate required safety time (RSET)

4 Mortality risk assessment Analysis FED and calculation total deaths

5 Social risk standard Comparison of social risk assessment standards by country

6 Risk analysis by tunnel Model tunnel case study

7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applied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Table 7. Step-by-step incident scenarios situation.

Step Scenario situation Detailed description

1 · Train fire in operation · In case of a fire in a train or locomotive of a train in operation

2
· Fire train escape outside the tunnel or 

emergency stop inside the tunnel

· In a fire situation, the train keeps running and escapes outside the tunnel or 

inevitably stops in an emergency situation inside the tunnel

3 · Early evolutions or continued spread of fire
· Emergency stop on the inside of the tunnel in the early stages of a fire train, 

rapid action or when fire detection and response are delayed

4
· Emergency evacuation according to the stop 

position in the tunnel and train fire position
· As the fire spreads, the train passengers evacuate to the saf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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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화재사고 발생률은 여객열차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 이는 국

외에 비해 단거리 노선 위주로 식당열차 등을 운행하지 않으며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기비

화재 사고 시나리오의 각 분기에 대해서 다음의 단계별 사항들에 대한 분기값 검토가 필요하다. 정량적 위험도 분석시 적용

할 세부 적용조건을 요약하면 ‘Table 10’과 같다.

(4) 화재강도 선정

본 연구에서는 모델 터널을 운행하는 열차를 고속철도 차량인 KTX로 적용하였으므로, 국내의 호남고속철도 KTX-산천 목업

화재 실험을 통해 도출된 화재강도값을 준용, 15MW의 화재강도를 선정하였다. 이 실험이 실제 KTX-산천 내장재 구성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철도터널 화재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 필요안전피난시간

(Required Safety Egress Time, RSET)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Table 9. Incidence rate of overseas railway accidents (Unit: count/106tr·km, 2000~2008).

National Accident incidence rate Fire accident ratio Remark

Korea 3.9660 0.019/0.013

Japan 0.5620 0,0013

USA 2.2990 0.0299

England 0.2642 0.0572

Germany 1.0188 0.0143

France 0.4222 0.0274

Austria 0.7149 0.0017

Italy 0.4011 0.0148

Table 10. Detailed conditions of accident scenarios.

Category Application Remark

Direction of operation Down : Up = 50% : 50% Probability of transport characteristic applied

Train start Tunnel escape : Tunnel stop = 95% : 5% Application of foreign case study value

Fire suppression Early evolution : Fire spread = 90% : 10% Application of foreign case study value

Tunnel fire point Start : Center : End = 33.3% : 33.3% : 33.3% Applied at least three places

Fire vehicle location Head : Center : Tail = 33.3% : 33.3% : 33.3% Applied at least three places

Escape direction
Direction opposite to fire : Direction of adjacent exit

= 0.5 : 0.5

Fire accident

ratio
0.013 count/106tr·km

Statistical Yearbook of railway and monthly returns 

service failure

Fire intensity Maximum fire intensity : 15MW

Application of Honam high speed rail (in the literature 

review 6 ~ 25MW, Frequency of application 13.5 ~ 

16.2MW, average 14.5MW)

Mortality risk 

assessment criteria

Dead : 0.3<FED, Serious : 0.2<FED≤0.3,

Slight : 0.1<FED≤0.2

Social risk standard Based on Hong Kong PHI standard
Reflect the safety analysis evaluation procedur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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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d: 화재가 감지되는데 걸리는 시간(감지시간)

여기서, ta: 화재 감지후 승객들이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경고방송시간)

여기서, to: 화재 인지후 피난행동여부 결정 소요 시간(인지시간)

여기서, ti: 피난행동 결정 후 실제 이동 시작 전까지 소요시간(반응시간)

여기서, te: 안전지역까지 피난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상기의 시간 요소 중 마지막 단계의 승객 이동시간(te)은 실제 승객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필요안전

피난시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보행속도, 승객수, 통로 폭, 대피로 형태(계단, 문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

서는 감지시간과 경고방송시간을 경고방송시간으로 통합, 인지시간 및 반응시간을 대피결정시간으로 하여 열차에서 하차하는

시간으로 반영하였고,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앞사람과의 간격, 대피자 밀도, 가시도를 고려하여 대피속도를 구하여 산

정하였다.

대피자의 대피속도는 보통 대피자 주변의 대피자 밀도, 전방의 대피자와의 거리, 연기에 의한 가시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대

피속도 관련한 각국의 설계자료는 ‘Table 11’과 같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0.5~1.5m/s 이내 범위이며, 국내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에서 0.8~0.9m/s를 제시하고 있다.

대피속도는 전방 대피자와의 거리에 따른 보행속도 변화, 대피자들의 밀도, 가시도와 보행속도 간 관계를 고려하였고, 대피자

밀도에 따른 대피속도(Wspd)는 SFPE(소방엔지니어협회)에서 제시한 Wspd = k − a · k · DH, DH > 0.55person/m2, Wspd = 0.85k

(a = 0.266m2/person, DH: 밀도, k: 상수로 1.4m/s 적용)를 통해 산출하였다.

(5) 사망위험 평가

사망위험 평가를 위한 사상자 수 측정방법은 유효복용분량(FED, Fractional Effective Dose) 평가 방법, 유효안전피난시간

(ASET) 및 필요안전피난시간(RSET) 비교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화재시 인체에 미치는 유해물질의 영향(열환경,

유해가스 노출 등)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유효복용분량(FED) 산정 방법을 채택하였다.

• CO 가스 농도에 의한 FED 값

K: 인간의 호흡상태에 의해서 변화, 가벼운 활동 상태에서는 8.2925×10-4 적용

D: 의식불명에 이르는 COHb 농도(%), 가벼운 활동 시 30% 적용

t: 노출시간(min)

Table 11. Design data of each country for evacuation rate.

Category Evacuation rate Remark

PIARC(1999 Report) 0.5~1.5m/s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smoke concentration 

(visibility), lighting, and irritation

NFPA-Code 130 About 1.0m/s Ramp below 4% inclinat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0.8~0.9m/s Highway disaster prevention system research

Tunnel technology 1.19m/s
Evacuation passage and specification of highway tunnel, 

installation interval

England 0.5~1.0m/s 1.5m/s

Sweden Average walking speed 0.7m/s

RSET td ta to ti te+ + + +=

FICO

%COHb

D
---------------------

K ppmCO( )
1.036

t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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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저감에 의한 FED 값

t: 노출시간(min)

%O2: 산소 농도(%)

• CO2 농도에 의한 FED 값

t: 노출시간(min)

%CO2: CO2 농도(%)

• HCN(Hydrogen Cyanide) 농도에 의한 FED 값

 (HCN 농도가 180ppm 이상 경우)

t: 노출시간(min)

• 열에 의한 FED 값

T: 주변공기온도(oC)

• 복사열에 의한 FED 값

여기서, 터널 화재시 화염에 의한 복사열량(q) 계산식은 

q: 화염에 의한 복사(kW/m2)

Fs: 전체 발열량 중 복사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약 0.3)

m: 연료소비량(kg/s)

ΔHc: 연료 발열량(MJ/kg)

X: 화점에서의 거리

• Purser의 인체에 미치는 FED 값 

 또는 

• 본 연구의 인체에 미치는 모든 영향인자들을 고려한 FED 값

화재시 피난자의 사망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무력화 기준은 ISO-13571 Life-Threatening Components of Fire - Guideline for

the Estimation of Time Available for Escape using Fire Data(2007)에 따라 0.3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등가사망 컨셉을 반영한

사망자수 예측 기준은 다음과 같다.

FIO
2

t

e
8.13 0.54 20.9 %O

2
–( )–

-----------------------------------------------=

FICO
2

t

e
6.1623 0.5189 %CO

2
×–( )

---------------------------------------------------=

FIHCN

t

e
5.396 0.023ppmHCN–( )

-------------------------------------------------=

FIHET

t

e
5.1849 0.0273 T×–

--------------------------------------=

FIRAD

q
1.33

80
-----------t=

q
Fs m HΔ⋅ ⋅

4πX
2

-----------------------=

FED FICO FIHCN+( ) VCO
2

× FIO+= FICO
2

FED FICO FIHCN+( ) VCO
2

FIO+× FIHeat FIRAD+ +=

Table 12. Estimated number of deaths based on equivalent death concept.

Category 0.1<FED≤0.2 0.2<FED≤0.3 0.3<FED

Level of damage Slight Serious Dead

Number of deaths 1% of a slightly injured person 10% of a seriously injured pers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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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해석 및 사망자수 추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기의 대피해석 방법 및 사망자수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작성된 QRA-Pro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Event Tree에

의한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터널기본제원 및 열차배치, FED계산을 위한 화재강도 및 MDB 생성을 위한 FED

Model 설정, 그리고 열차구성 및 승객 모델, 피난전시간과 관련한 제원을 입력하는 시뮬레이션 모듈로 구성된다. 또한 승객의

피난시간은 FED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ES사의 SIMULEX 프로그램과의 비교

를 통해 피난시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QRA-Pro 프로그램을 사용한 피난시간을 SIMULEX 프로그램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피난시간의 변화 정도는 잘 맞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연장이 짧은 터널의 피난시간이 다소 큰 경향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의 에러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로직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장이 짧은 1km 규모의 터널에서의 위험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

러한 차이에 따른 영향은 미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피난시간 예측은 잘 일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QRA-Pro 프로그램의 피난시간 분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3.2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위한 주요 적용조건(Case Study)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연장을 가지고 있으며 터널 제원이 동일한 모델 터널들을 통해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용 대상 방재시설은 국가별로 적정 설치 거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정량적 검토가 가능한 대피촉진시설 중 대피통

로(피난연결통로)를 선정하였다.

(1) 모델터널 및 기타사항

Table 13. Comparison condition.

Category Tunnel specifications Tunnel length Evacuees

Input value Input of double tunnel specification 1~4km 360 People

Table 14. Analysis.

Tunnel length
Evacuation time (sec)

Increase Comparative graph
QRA-Pro Simulex

1km 1300 1103.4 17.8%

2km 2242 2106.5 6.4%

3km 3180 3148.4 1.0%

4km 4122 4160.7 -0.9%

Table 15. Model tunnel specifications.

Category
CASE

Remark
Case 1 Case 2 Case 3 Case 4

Tunnel type Single tunnel Double tunnel
Slope

-5‰
Tunnel length 2.5km 5km 2.5km 5km

Tunnel length Area : 40.27m2, Round : 23.94m Area : 99.40m2, Round : 31.90m

Table 16. Model tunnel traffic volume, etc.

Category Contents Remark

Driving vehicle KTX(20 car) Passenger 18car, locomotive 1car, Power generation 1car

Number of service Up 80time/day, Down 80time/day

Passengers 939 Include drivers and operating personnel

Evacuation rate 0.7~1.4m/s Inhalation of smoke 0.4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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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나리오는 ‘Fig. 1’과 같다.

Fig. 1. Fire scenario in tunnel.

(2) QRA 분석결과

‘Fig. 2’와 ‘Fig. 3’은 단선 및 복선운행시 터널제원은 동일하고 서로 다른 연장을 가진 모델터널(대피통로 적용)들을 통해 위

험기준 범위(ALARP 영역) 분석을 하였다.

Fig. 2. F-N graphy(Case 1, 2-Single). Fig. 3. F-N graphy(Case 3, 4-Double).



박정현 · 심차상

41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3호 (2017년 6월)

(3) 추가 분석 및 결과

‘Fig. 4’에서 ‘Fig. 7’은 모델터널의 위험도 분석과 동시에 대피통로 미적용시 및 1개소 적용시 사회적 위험기준 범위(ALARP

영역) 이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터널의 최대연장에 대한 검토결과이다.

2.4 기존 설계사례를 통한 방재시설 계획의 적정성 분석

국내 철도터널 설계는 과거 단선터널이 주를 이루었지만, 철도의 고속화에 따른 수요 증대로 기존철도 및 신규철도 대부분이

복선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장대터널의 경우 방재를 고려한 단선병렬 터널과 복선터널 두가지 Case에 대하여

모델터널을 설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여 QRA 분석이 완료된 터널(노령, 정금)과 모델터널과의 방재시설 적정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호남고속철도 및 원주강릉 복선전철 터널별 QRA분석보고서[6]의 사례 중에서 대피통로 미설치, 1개소 설치 터널 최대연장

부근의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Table 17. Case study when evacuation pathway not applicable.

Category Case 5 Case 6

Tunnel type Single tunnel Double tunnel

Length of the maximum possible tunnels 2.3km 4.3km

Fig. 4. F-N graphy(Case 5). Fig. 5. F-N graphy(Case 6).

Table 18. Case study when application of 1 evacuation channel.

Category Case 7 Case 8

Tunnel type Single tunnel Double tunnel

1 evacuation passage Applicable Maximum length of tunnel 2.8km 7km

Fig. 6. F-N graphy(Case 7). Fig. 7. F-N graphy(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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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계획수준은 터널 연장 규모가 비슷하더라고 터널기울기, 단면적, 통행열차 종류, QRA 적용조건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Table 19’의 결과에서 모델터널의 경우 대피통로 미 적용시 최대 터널연장은 4.3km이나 유사사례

의 정금터널의 경우 4.7km까지도 대피통로가 미 고려되어 있어 상기 결과차이는 터널의 규모보다 QRA 적용조건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고 시나리오 분기비 산정비 적용조건들에 대한 발생확률은 연구자들 간 다소 상이한 결과

를 보이고 있어 향후 QRA 분석을 위한 사고 시나리오 분기비, 설계화재강도, 사망위험 평가기준, 사회적 위험기준 등 국내 여

건에 적합한 세부적용조건들의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시 철도터널의 대피, 구조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방재계획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국내 법규에 명시하고 있는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안전성, 경제성 및 사회적 요구수준이 고려된 방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서로 다른 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에 대해 QRA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방재시설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그 리고 사회

적 위험기준 등을 고려한 터널 위험도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였다.

(2) 모델 터널 분석에 있어서 Case 2(단선 2.5km), Case 3(단선 5km) 그리고 Case 6(복선 5km)의 경우 추가적인 방재시설의

계획이 필요하였고, Case 4(복선 2.5km)의 경우는 적절한 방재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터널들과는 별도로, 사

회적 위험기준 범위 이내에서 방재시설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터널 최대 연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용조건 기준으

로 단선터널의 경우 약 2.3km, 복선터널의 경우 약 4.3km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향후 고속철도 터널 건설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작성된 사고 시나리오의 각 분기비 산정시 적용조건들에 대한 발생확률은 국외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준들을 제

시하고 있었다. 모델 터널과 유사사례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비슷한 연장의 철도터널이라 하더라도 터널 특성과 어떤 세부기준

들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QRA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QRA 분석을 위한 사고시나리오 분기비, 설계화재강도, 사망위험 평

가기준, 사회적 위험기준 등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세부적용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4) 국내 관련규칙 및 기준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항목 추가, 최근기술 반영 등)되었으나, 기술선진국 기준들과의 세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추가필요항목 반영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성능중심 기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내 현행기준 중 유사 기

준간 통폐합 그리고 상하위 기준 체계 정립을 통한 선진화된 기준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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