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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김진이

그곳엔‘시간’
이있었습니다
1936년에 발표된 이상(李箱)의 소설‘날개’
에서 할 일없이 빈둥대는 주인공‘나’
는 경성역을 즐겨 찾습니다. 그 곳에‘시계’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야 하는‘나’
는‘시계가 제일 정확한’장소인 경성역에서 시간을 보내
기로 합니다. 소설의 한 대목에서 엿보듯, 기차는 우리에게 시간을 일러주는 존재였습니다. 다소 두루뭉술한 시간 개념 속
에 살던 우리들은 기차를 제 때 맞춰 타기 위해 몇 시 몇 분으로 딱딱 맞춰지는‘시간’
을 배웠습니다. 기차역이 오랫동안
‘약속’
의 장소로 널리 사랑받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곳에 가면 정확한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약속이 어긋날 염려가 줄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겨 바삐 사는 오늘의 우리들은 가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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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d "time" there.
International Railways & Logistics Fair 2005, 1st anniversary of KTX, ERP solutions for
management innovation, The 9th workshop for R&D achievements, The 5th Korea-UK
Seminar, KRRI International Rail Academy, WCRR Planning Corps, Keynote speech on
"Management Innovation Conference of Kore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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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005 부산 국제철도·물류산업전

- 철도공사(행사주최), 남북·대륙철도 연결, KTX 홍보영상관 운영

차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형고속열차모

-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소개

형, 경량전철과 도시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화시스템, 직류고속차

- 철도연, 연구성과발표회·한영철도세미나 동시 개최

단기 등을 소개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의 제9회 연구성과발표회가 6월 9일 개최되었다. 2004년도 연

아시아 최대 규모인‘2005 부산 국제철도·물류산업전’
이 6월 8

구성과 및 신규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철도기술연구에 대한 관련

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한국철도기술

맞는 전시회에는 프랑스의 알스톰, 일본의 히타치 등 15개국 151

연구원과 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철도와 기술혁신’
이란 주제로

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약 6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제5회 한·영 철도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영 양국의 철도실용화

부산광역시와 함께 행사 주최기관인 철도공사는 KTX 운영기술

를 위한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등을 중점 소개하고, IC칩에 저장해 열차 승차시 실물 티켓 없이
승차할 수 있게 한‘KTX패밀리카드’등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철
도의 비전과 경영혁신 활동 및 남북·대륙철도 연결 계획을 소개
했으며 KTX 홍보영상관 등을 운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고속철도 2단계 천
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성
사진과 건설공법 등을 집중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철도건설에 관한
주요 공법과 천안아산역사 및 대표적인 교량 구조물을 형상화한
아크릴 모형 등을 전시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틸팅주행 시뮬레이터’
를 통해 틸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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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 1년의 파급효과와 한국철도의 미래’KTX 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

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
계기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신칸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 일본 노
무라종합연구소 야마다 히데유키 수석컨설턴트는 고속철도가 지
나는 모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쇠퇴하는 지역과 통과점
에 머무는 지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정은 한국도 마찬
가지로‘KTX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를 주제로 한국 상황을 발표한
산업연구원 허문구 박사는 경제규모가 큰 산업 집적 지역일수록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높은 반면, 그 외 지역은 큰 효과를 얻지 못
했다고 말했다.
‘KTX 개통 후 철도운영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을 발표한 철도공사
이천세 고속사업단장은‘2020년까지 전 국토의 2시간대 생활화’
를 목표로 철도 네크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부산까지 2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2015년 호남선 고속철도 전용
선로 운행을 시작해‘철의 실크로드 구축’
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
다.‘KTX 시스템안정화와 기술도약’
을 발표한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정경렬 박사는 유지보수 기술 재도약을 위한 체제정비와 시스
템 총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연 최강윤 선임연구부장은‘KTX 도입과 향후 철도기술개발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을 기념

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과 효율적

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세미나가 한국철도공

운영을 위한 철도연의 KTX 기술자문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한

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4월 8일 롯데호텔에서

국형고속전철, 경량전철, 틸팅열차 등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

개최됐다.‘KTX 개통 1년의 파급효과와 한국철도의 미래’
라는 주

업들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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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이사장,‘대한민국 경영혁신컨퍼런스 2005’기조연설

존경받는 기업구현을 위한

의 혁신, 상품(product)의 혁신, 프로세스(process)의 혁신, 조직문

지속적인 혁신문화구축

화(culture)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철도

3월 23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시설공단에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Work-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영혁

Out/Town -Meeting(QW), BPR을 통한 ERP구축, 경영토론회 등

신컨퍼런스 2005’
에서 한

열린 조직문화의 구축,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혁신, 성과중심의 인

국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이

사혁신 등을 소개하면서 혁신을 전략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장이‘존경받는 기업구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문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동북아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

구축’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삼성, 철도공사 등 1,000여

니어링 기업’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6 시그마 및 ERP 구

명의 혁신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축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윤리경영 및 조직문화 변혁’등 빅

이날 컨퍼런스에서 정이사장은, 경영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

뱅(Big-Bang)방식의 총체적 경영혁신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의 필수전략이며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류기업으로 지향하는 새로

어, 향후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운 돌파구임을 역설했다.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people)

성공적 세계철도학술대회 개최 위한‘WCRR 기획단’개소

세계철도기술 교류의 장인

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WCRR의 한국개최가 2008년

특히 올해는 2008년 대회의 주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의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골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며,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WCRR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철도

사무국으로 전환되어 2008년 대회의 성공적 성사를 위한 준비에

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

집중하게 된다.

도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WCRR 2008 추진 기획단’
을 구성

WCRR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및 세계철도연맹

했다. 기획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용철 수석연구원을 단장으

(UIC) 등의 철도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제규모의 철도학술회의 조

로 구성되었으며, 5월 3일 철도빌딩(서울역 뒤, 구 철도청사)에서

직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92년 제 1차 파리 대회를 시작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획단의 주요 업무로는

로 매 2~3년마다 철도 선진국들이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

2008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을 비롯해 2005년 밀라

재까지 6회 개최되었다. 대회는 각종 논문발표와 세미나ㆍ심포지

노대회와 2006년 몬트리올 대회 등 국제철도행사에 참여하여 한

엄ㆍ박람회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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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영혁신을 위한 ERP사업

한국철도는 올해 초 공사로 출범함에 따라 경영환경변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고 경영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초일류 공기업으로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ER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전환에 따라 공익성이 우선시 되던 공무원 조직에서 수
익성이나 경영실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으로 경영환경이 변경되었
고, 날로 치열해지는 타교통수단과의 경쟁, 남북철도 연결이후 중
국·러시아 등 철도강국인 대륙철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강력한 혁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全社的 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즉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경영혁신의 전략적 도구라 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이다.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을 위한 생산, 판매, 자

철도공사의「경영혁신 ERP사업」
은 공사전체의 업무프로세스를

재, 인사,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 구매, 자재, 회계, 인사

재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경

등 전 분야의 업무에 대한 현황분석(As-Is)을 통한 To-Be모델을

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경영

설계하여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자원 투입을 최적화하는‘전사적 자원관리(ERP)’
이다. 단순 전산

를 하고 지금까지 개발사용 중인 각 분야별 단위시스템을 연계,

기존시스템
내부연계
시스템

통합그룹웨어
MFC

CTC

RF

KTX-RCM

CTI

홈페이지
(Portal)

IRIS
영업정보
우행정보
경영정보

E
R
P
시
스
템

재무회계

차량

인사행정
인력개발
E-HR

일반회계
수입/지출
자금/자산
투자/예산
세무/결산

차량정보
차량부품정보
차량검수
기계관리
고장사고

화물영업

관리회계

시설/전기

영업계획
화물영업
화물수송
화물정산

기능별(
원가
사업부(
손익
특성별(
손익
손익계획

사업관리
시설공사
유지보수
시설현황

전력경영(SEM)

구매/재고

경영계획
성과관리
경영정보
가치경영

기준정보
수급계획
구매관리
재고관리
검사관리

KROIS
KRISCYS

역무(
자동화

안전시스템
환경관리시스템

BAROT
A.COM

업체관계관리
(SRM)
입찰관리
계약관리

DW(데이터웨어(
하우스)

철도물류
정보서비스

바코드

외부(
연계(일반고객,(
여행사,(
화주,(
신용카드사,(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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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 (

KTX-OIS

인사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확장(ERP(
시스템

Core(ERP(
시스템

연
계
정
부
기
관

통합재구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 또한 정확한 원가관리,

현재 1개월간의 심도있는 기술협상을 거쳐 삼성SDS컨소시엄을

수입관리 등을 통해‘저비용 고효율’
의 구조로 체질개선하여 대외

프로젝트 수행사로 최종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돌입하였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며, 모든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의

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3주간의 강도 높은 프로세스 모듈

표준화된 관리, 데이터의 실시간 지원으로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

별 전문교육 및 전사적 워크샵을 개최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정이 가능하여 스피드 경영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의식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ERP사업은 2007년 1월

이루어“PowerKorail 2010”
을 달성하는 경영혁신의 전략적 도구

Go-Live를 목표로 향후 24개월간 업무프로세스혁신 및 ERP시스

로써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템 구축에 전사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

국제철도 아카데미,‘KIRA’개설

오고 갔다. 역시 100% 영어로만 진행됐다.
글로벌 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국제철도
아카데미(KRRI International Rail Academy, 약칭 KIRA)가 개강
돼 지난 4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창립 이래 처음
개설된 이번 원내 아카데미는 철도분야의 연구개발과 정책수립을
선도할 R&D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외부 강사의
강연과 비디오 시청, 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철도기술 및 정책, 경
영을 비롯해 해외철도기술동향,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
된다. 기간은 4개월 단기 코스로 8월에 1기가 수료식을 갖고, 9월
4월 13일 오후 5시, 철도연 대회의실. 30여명의 직원이 모였고 곧

부터 2기가 이어진다.

이어 원내 철도기술정보연구센터의 방연근 박사가‘Strategic

KIAR는‘세계 일류 수준의 철도전문 연구기관’
으로 도약하겠다는

Management of Technology’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약

치열한 노력의 일환이다.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은 100% 영어로 진행됐다. 강의 중간 중

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철도’
와‘영어’두 마리 토끼

간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기도 했는데 세련된 표현된 표현은 아니

를 잡겠다는 바람몰이의 중심에는 채남희 원장이 있다. 채 원장은

지만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4월 11일 오전 8시, 비교

미래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자고 강조하고 있

적 이른 시간이지만 수강생 30명 전원이 자리를 채웠다.‘Europe

다. 이와 함께 철도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을 강조하며 모든 직원들

of Railways’
라는 제목의 비디오 시청이 끝난 뒤 간단한 토론이

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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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nternational Railways and Logistics Fair 2005 opens in Busan

- KRNA elaborates on second phase high speed rail construction
- Korea Railroad opens audio visual room for promotion
- KRRI announces R&D results, holds UK-Korea seminar
Asia's one of the biggest events "International Railways and Logistics Fair 2005" was held in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located on the
southeast coast 400km away from Seoul. Marking the 2nd anniversary this year, the four-day exhibition at Bexco had 151 participant organizations from
15 nations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and attracted as many as 62,000 visitors during the period between June 8~11.
Co-organizer of the event Korea Railroad illustrated the corporation's KTX operation technology and unveiled their IC chip-built in 'KTX fmaily cards' with
which passengers can get on board without train tickets.
Meanwhil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providing satellite photos and construction methods, introduced their second phase tunnel construction through
Cheonsung Mountain for high speed rail to help civilians better understand the projec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had a titling simulator installed in its booth which grabbed quite the attention from visitors. They were excited about
the hands-on experience to learn the tilting mechanism of the system. A set of high speed rail HSR-350x model was displayed during the exhibition with
panels that elaborate on information maintenance information system for light rail transit and urban rails as well as DC high speed circuit breaker.
On June 9, KRRI also had its ninth workshop where researchers announced their R&D achievements for the past year while sharing their plans on new
projects and listened in to the concerned attended from related organizations. Another event that fell on the same day is the 5th Korea-UK Rail Seminar
with the theme of "Innovative Approaches for Railway Systems". Speakers and panelists from both countries exchanged their views and insights on how
to commercialize the railroad technologies in each of their nations.

First year of KTX operation celebrated at seminar

Celebrating the 1st anniversary of the KTX opening,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Railroad had a joint seminar at Lotte Hotel April 8.
Entitled "KTX effects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railroad", the event attracted as many as 200 rail exper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he participants had a variety of discussions seeking directions toward the future
of the industry.
Principle consultant Yamada Hideyuki of Nomura Research Institute based in Japan gave his presentation titled "Shinkansen effects on regional
economy” followed by Cheon-se Lee who elaborated on "Post-KTX era achievements and the future" and KRRI vice president Kang-youn Choe who
illustrated the technological consultation the institute has been providing for a smooth operation of KTX.

10 Korean Rail Technology

WCRR 2008 Planning Corps launched

Korea's trio rail organizations;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Korea Railroad and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joined hands to organize a steering
team for the world rail festival 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 slated for 2008 wishing for a successful event of the railroad industry. Headed by
Yong-chul Chung, chief researcher of KRRI the team members cut the ribbon at the office near Seoul station May 3 and buckled down to business.

KRNA CEO delivers keynote speech on management
innovation

KR seeking management innovation upon ERP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CEO Jong-hwan Chung delivered a keynote

Reborn as a corporation January 2005, Korea Railroad has been going

speech at the "Conference on Management Innovation Korea 2005"

through drastic reforms with one of the management tools,

which was held at Seoul Grand Hotel March 23 amid as many as 1000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solutions. The new rail entity is

people from private and corporate entities present. During the speech

getting itself ready for an exponential growth with a robust

entitled "Creating a perennial culture of innovation for esteemed

competitiveness across the world with innovative management and

enterprises", Chung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innovative management

creation of high-added values.

saying that the approach is not an option but an essential factor

The software system integrates planning, manufacturing, sales,

enterprises have to live with in order to survive and move forward to

inventory control, finance and human resources to automatically control

become a competitive entity in the global market. The CEO went on to

all facets of business operations in an effective way. The ERP-aided

put emphasis on innovations in people, products, processes and

shared information among KR employees helps the management make

corporate culture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prompt decisions and perform better so as to eventually cut down on

The event was organized by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management costs and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organization.

KRRI gets more academic

KRRI started an in-house academy with two semesters a year and had their first class on April 11. Titled KIRA or KRRI International Rail Academy, the
educational approach has been designed to nurture world-leading rail experts in the field of railroad R&D and decision-making. 'Going global' the aim is
and the class is carried in the English language only for the entire course which includes classes with specialist lecturers, of watching video clips,
business management and discussions. The curriculum covers a variety of subjects ranging from railroad technology, policy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rail trends to sci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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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ㅣ권두언

한국철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견인차
건설교통부 장관 | 추병직

국내 철도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한국철도기술」
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철도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정부와 철도운영·
건설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학연의 철도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21세기 교통의 혁명
이라는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으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철도계의 의지와 역량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도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자 국가경쟁력
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철도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갈수록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미 구조개혁을 통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새로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경
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기존철도의 고속화, 도시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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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과 신도시교통시스템의 도입 등 철도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환경 속에서 철도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철도의 미래를 철도계 스스로의 노력으
로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정보화사회로 각 분야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다양하고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철도분야 역시 날로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국민과 사회의 기술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통체계의 변혁을 선도
하는 편리한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래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통해 국제철도시
대를 열어 나가는 글로벌 철도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최고속도 350km/h의 한국형 차세대 고속철도, 표준전동차, 한
국형 무인운전 경량전철 등을 차례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선에서 시속
180km/h로 달릴 틸팅열차 개발, 도시철도의 차량과 인프라 유지보수체계 정보화시스
템 구축 등 기술개발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에 우리 기술로 만든 열차가 우리 국토를 누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철도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감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분 같은 철도전문가들의 두뇌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적한 철도 현안에 대한 여
러분의 연구와 방향 제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철도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제작
한 열차가 세계 각국을 누비는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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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dition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작하게 된‘한국철
도기술’
은 철도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정보
화 시대, 철도기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유익한 국내·외 철도기술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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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우리 철도기술
이 새롭게 정리되며,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매호 조금씩
조금씩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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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R&D

김윤호 |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철도학회 부회장 (yhkim@cau.ac.kr)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기차와

는 동안 봄가을에는 철로 변에 피는 코스모

가 등장하는 많은 꿈을 꾸곤 했다. 그 중에

의 인연은 60년도 중반에 중학교에 입

스, 진달래, 가다가 배고플 때 캐먹는 무우

서도 수십 번 반복되는 꿈이 있다. 그 꿈은

학하면서이다. 그 전까지는 기차를 타

와 고구마, 여름에는 걷는 중간에 큰 강을

모든 간선도로 위에 일정한 속도로 항상 기

고 가본 적은 없었고 철길을 걸어 다닌

만나게 되면 수영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일

차가 달리고 있고 그 옆에 보조열차가 있어

기억만 있다. 중학시절 3년 동안 30여km

을 잊을 수 없다. 또한 도중의 경사가 있는

사람을 지상에서 승차시켜 일정하게 계속

거리를 통학했다. 그 때의 통학열차는 객차

심한 언덕에서는 기차가 단번에 올라가지

달리고 있는 주 열차에 옮겨 싣고 내리는 꿈

의 2/3정도는 화물칸이고 뒤에 두세 개 정

못하고 다시 뒤로 후진했다가 올라가려고

이었다. 지금 생각에 보면 내가 대학 진학

도의 객차가 연결되어 있는 정도였다. 뒤에

반복하는 기차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에 대학에 철도차량을 연구하는 학과가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객차도 그나마 딱딱

무모하게 친구들과 힘을 합쳐 기차를 밀어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었을까

한 나무의자에 창을 열어 놓으면 석탄가루

올리려했던 기억까지 있다. 그럴 때면 좀

싶다. 예전에 이렇게 낙후 되었던 철도가 최

가 날아와 창을 마음대로 열수도 없는 상황

더 힘이 세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기차를 만

근에는 큰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었다. 30여km의 거리에 한 시간 남짓이

들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갖고

요즈음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열차 시간표

는 했다. 기차가 거의 매일 늦기 때문에 학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있다. 그의 연구 성

는 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2시간 이상 훨

교에 지각하게 되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역

과보다 더욱 깊이 와 닿는 것은 그가 오늘

씬 더 걸려 1년에 적어도 백여 번 이상 학

에서 학교까지 뛰어다녀야 하니 힘없는 기

날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인연이다. 그

교에 지각했던 기억이 난다.

차가 정말 원망스러웠다. 같은 반 친구들은

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학교가 오전 중에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었

내가 매일 아침 조그만 체구에 무거운 가방

어머니가 소를 길러 학교를 보냈다고 한다.

는데, 그 때마다 오후 5시 반 정도에 출발

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대고 매일

그는 어머니가 어렵게 소를 기르는 것을 보

하는 통근열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몇 명의

아침 수업 도중에 들어서는 나에 대해서 지

면서 어떻게 튼튼하고 건강하며 빠르게 소

친구들과 30km의 철길을 걸어 집에 가고

금도 얘기하고는 한다.

를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겠는가에 관심을

는 했다. 그 장거리의 철길을 친구들과 걷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기차

갖게 되어 서울 의대의 진학권유를 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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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당시로는 인기가 낮은 수의학과를 선

는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여 경쟁

가 연구 개발자금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이

택하여 고집스럽게 소에 대한 연구에만 매

하기는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 많은 시행

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자금과 기

달린 결과로 오늘의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착오와 엄청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간을 투입하여 개발한 불란서, 독일, 일본

고 한다. 한 우물만을 깊게 판 경우이다.

때문이다.

에 비하면 얼마나 효율적인가? 앞으로 새

우리는 지금 철도분야의 황우석이 필요하

오히려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고 문제의 기

로운 고속전철 사업에 자체 개발한 한국형

다. 그러나 철도에서는 뛰어난 한 사람이

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뛰어들어 적

고속전철의 국내선 투입은 필수적이다.

아니라 드림팀이 필요하다. 철도는 단위

극적으로 투자할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1,2등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종합 시스템이기 때문이

것이다. 처음부터 그들과 동시에 뛰어들어

산업이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일본의

유사한 전략으로 경쟁하면 앞서는 것은 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다. 그 산

치안 시스템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기 위해

의 불가능하다. 좋은 예가 한국형 고속전

업이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서였다. 그가 일본 견학을 마치고 내린 결

철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닌가 한다. 우리 기

요인이 있겠으나 그 분야에 진출한 기업의

론은 다음과 같다.“일본은 우리보다 소수

술진은 불과 7,8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고

의지가 가장 중요했으며 꾸준히 투자해 왔

의 인원으로 치안을 잘 확보하고 있지만 일

속철의 속도를 시속 350㎞로 만들었다. 연

다.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본의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구 개발을 시작할 당시 우리의 철도 기술은

분야는 더욱 그렇다. 기업의 의지가 너무

나라별로 환경과 특성이 다르므로 거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상대적

나 뚜렷하고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연구

적합한 새로운 전략과 시스템을 확보해야

으로 매우 적은 투자로 고속전철 기술을 개

개발 인력이 보통사람이 상상하는 규모를

한다.”우리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발해 낸 것이다. 불과 1000억 원 정도의 국

훨씬 뛰어넘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다. 최근에 들어서 그 징후를 조금씩 느끼
기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 첫째는 철도분
야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철도기술 연
구원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KTX의 개통 및 G7고속전철의 성공은 더
욱 크게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선진국에 갈 때마다 작은 우리나라가 그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
인가를 생각해 보곤 한다. 단순한 모방이
나 반복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전략
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권투 경기에서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권투 경기에서 헤
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의 전략이 같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TV에서 보고 들
은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한 미국 경찰이 일
본에 파견 교육을 갔다. 미국보다 매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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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의 의지,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력하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느껴

더군다나 하나의 업체가 한국철도차량 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지 않는다. 1단계의 목표가 가격대비 품

작 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한 경우에는 더욱

이제는 철도산업의 차례다. 철도산업은 제

질에서의 1등이 목표라면 2단계 목표는 품

그렇다. 그만큼 그 기업의 역할이 크고 한

2의 조선 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이 되어야

질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일 것이다.

국철도 산업이 그 기업에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 제

이를 위해서 차량 제작 업체들은 양질의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이익의 창출

작업체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R&D 인력을 대폭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

이 첫 번째 목표라지만 너무 단기적인 손익

현재 한국철도차량 제작업체들은 어떤가?

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보다

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일본 태양전지 산

“철도차량 제작 업체들이 제대로 된 연구

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만을 강조하여

업체는 오일 값의 변화에 따라 크게 출렁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

며 손실을 보는 기간도 많았지만 장기적인

다. 최종제품은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에

인목을 보고 꾸준히 투자하여 현재 큰 성공

서는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

을 거두고 있다.

는 철도 연구원이라는 후원 및 지원 기관을

한국열차기술개발은 속도, 안정성 면에서

갖게 되었다. 기업 자체 우수 연구 인력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국형

갖추어 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업은 연구개

열차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한

발 결과를 빠르게 흡수하고 연구개발 측면

다. 즉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에서 연구원의 연구 방향을 리드해 나갈 수

를 들면 인터넷이 가능하고 PC가 탑재된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

IT객차, 건강기기가 설치되어 장거리를 운

는 연구개발이 연구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

행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건강객차, 음악

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과 음향시설이 설치되는 음악객차, 영

한국의 철도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 발전

상 오락 및 게임이 가능한 오락객차 등 테

되고 개발되어야할 철도기술에 대해서 전

마열차 기능을 갖추는 것은 어떨까? 한국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

형 열차를 차별화하고 한국이 앞장서 있는

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장거리 철도교통을

IT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

위한 고속철도 기술 개발, 기존선의 고속

다. 한국고속전철의 모델명이 IT로 시작하

화 및 중거리 철도교통을 위한 틸팅열차 기

는 IT열차 그리고 WB로 시작하는 웰빙열

술 개발, 도시교통을 위한 경량전철 기술

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본

개발, 신에너지 굴절차량 기술개발, 자기

최고품질의 차를 저비용으로 개발하는 데

다면 현재 우리의 철도 수준을 알 수 있을

부상전철 기술개발 등이다. 즉 무엇을 해

는 기업, 철도공사, 시설공단, 철도연구원

것이다. 적어도 목표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

및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다. 당장 현재의 목표가 1

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지금 현

도 기업의 역할이 첫째로 중요하다. 한국인

등 가는 품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지

재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신속히 실행해

의 빨리빨리 정신을 살려 지금까지 보다 훨

라도 가격대비 품질에서 1등을 하도록 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씬 적극적이고 과감히 앞장서 나아가는 기

야 한다. 그런 목표가 실행되기 어렵다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중장기적인

업의 역할을 기대해야할 시점이다.

한국의 철도산업은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

판단을 하고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기

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모르게 그렇게 노

업이 앞장서서 과감히 선도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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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의 발전방향
함영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 정책연구팀장 (ysham@krri.re.kr)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개통된 지 100여년이 지나면
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수많은 철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처
럼 철도기술의 발전은 과거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을 연계시키는 종합기술로서 공공 대중교

는 속도향상을 통한 운행시간의 단축과 수

통수단으로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

송용량 증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타 교통

철도산업은 모든 기술분야가 집합된 거대

다고 할 수 있다.

수단과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기존선의

한 종합시스템으로 국가 기술력 증강에 밀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우

고속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접한 핵심산업이며, 정보통신, 기계, 전기,

리나라 철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

한편「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토목, 환경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2004)에 따른 철도망의 확충과 함께 선로

매우 큰 산업이다. 철도는 차량과 설비의

나라 철도의 대부분은 토목기술 수준이 높

의 용량을 극대화하는 고속화 사업은 네트

수명주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기술개발

지 않았던 시대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워크의 효율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2004

에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만,

시설로서 세계 수준의 간선철도에 비해 그

년 4월에 고속열차가 경부고속선과 호남선

기술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공공복리 향상

상태가 열악하여 고속화를 위한 선로개량

에 동시 운행하게 되어 고속서비스의 확대

에 기여하는 바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정

등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

는 물론, 고속철도의 도입효과를 극대화하

도이다. 이러한 철도기술은 서브시스템간

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일부 간선에서

고, 고속·대용량의 물류수송 체계 구축을

1.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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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철도의 속도 변천사
연대 및 열차명

구간

소요시간

노량진-제물포

1905. 1.

속도(km/h)
평균

최고

1:30

20-22

60

서대문-초량

17:04

26.5

1905. 5. (급행)

서대문-초량

14:00

32

1906. 4 .16. 융희호

1899. 9. 18.

서대문-초량

11:00

40

1936. 12 .1. 아까스키(특급)

서울-부산

6:45

67

90

1940. 아까스키

서울-부산

6:30

69

90

1946. 5. 20. 해방자호

서울-부산

9:00

50

70

1950.

서울-부산

9:00

50

70

1952.

서울-부산

11:00

40.5

70

1954.

서울-부산

10:40

41.8

70

1955. 8. 15 .통일호

서울-부산

9:30

63

80

1956.

서울-부산

9:00

50

70

1957. 8 .30.

서울-부산

7:40

58

1957. 2. 21.

서울-부산

7:10

62

1960. 2. 무궁화호

서울-부산

6:40

67

1962. 5. 15. 재건호

서울-부산

6:10

72

100

1963. 3. 31. 재건호

서울-부산

6:00

73

100

1966. 7. 21. 맹호호

서울-부산

5:45

77

100

1969. 6. 10. 관광호

서울-부산

4:50

92

110

1974. 8. 15. 새마을호

서울-부산

4:50

92

110

1983. 7. 1. 새마을호

서울-부산

4:40

95

120

1985. 11. 16. 새마을호

서울-부산

4:10

107

140

2004. 4. 1. KTX

서울-부산

2:34

159

300

95

가능케 하여 철도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균

우리나라의 철도속도 변천사는 <표 1>과

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형발전 및 국가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같이 1899년 노량진-제물포 구간에 최고

나라 철도기술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종합

있게 되었다. 기존선의 고속화와 더불어 남

속도 60km/h의 철도가 운행된 이래 100

해 보면 고속철도의 경우 기반기술이 취약

북한간 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어 TCR,

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최고속도 기록은

하고 시험설비가 미비하며, 기존선 고속화

TSR 등 대륙횡단 철도를 통해 중국, 러시

1985년 140km/h에서 2004년 고속철도의

분야에도 차량경량화 기술 등이 취약한 것

아, 유럽 등의 철도와 연결이 가시화되고

300km/h로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기

으로 드러나고 있다.

있다. 이러한 여러 여건들 속에서 우리나라

존선에서의 최고속도기록은 갱신되지 않

철도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도기술

고 있다. 최고속도만으로 세계수준과 비교

철도기술의 낙후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분야별로 고속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철

한다면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한 한

○ 철도망의 확충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도 시설물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철도

국형고속철도가 350km/h를 돌파하였으

의 현대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므로 대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철도

- 기존철도 시설의 현대화 미흡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종합수준은 철도선진국의 절반 수

- 도로에 비해 철도에 대한 투자 크게 저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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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철도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요약
분야
고속철도

도시형 경량철도

기존선 고속화

국외현황
300km/h급 차량 실용화

리 연장신선의 이동폐색, 미국 BART의
국내현황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운행

기반기술 취약
시험설비 미비

프랑스, 독일, 일본이 기술주도

기술이전 완료

350km/h급 차량개발

G7 실용화/안정화 단계

다양한 도시형 경량전철 운행 및 개발 중

중소도시 경전철사업 미진

표준차량 필요

모노레일, 리니어모터 등

표준모델 없음

지방자치단체 노선

경량전철 실용화 추진중

활성화가 요구됨

최고속도 160~230km/h

최고속도 140km/h

전철화 미흡

기존선의 전철화, 직선화

곡선부 속도향상을 위한

건널목 및 급곡선부 과다

곡선부 속도향상을 위한 틸팅차량 사용확산

틸팅차량 개발중

AATC, 미국 Amtrak의 ITCS, 스웨덴국철
의 RBS). 또한 선진국의 속도향상 관련 기
술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표 3>과 같이 주로 경량화와 환경대책
등이 주요한 연구테마가 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 신간선의 기술개발 단계를 보

곡선부 속도향상을 위한

면 최초에는 제동기술과 터널통과시의 미

차량 기술 및 차량경량화

기압파 저감기술, 고속주행시 팬터그래프

취약
전동차

전동차설계 독자기술 확보

주요장치 및 부품 수입후

일관된 품질 및 성능검사

의 이선현상, 추진모터 등이 주요 문제가

표준화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확보

조립생산

제도 결여

되었으며, 그 후 속도향상을 위한 차량의

시스템 기술능력 부족

고장원인 규명능력 부족

국산화

경량화와 승차감 확보를 위해 소음저감기
- 철도 기술개발 투자 및 우수 연구 인력의
부족
○ 명확한 목표와 자원투입을 수반한 기술
전략 부재
- 기술개발 장기계획에 의한 미래 기술 수
요 대응에 미흡
-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미흡
-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
한 추진기능 미약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기술이 확보

술 등이 개발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고

됨에 따라 고속철도는 이미 용량확장의 한

속화, 안전성 향상, 정보화 등이 최대의 기

계에 도달한 도로와 공항에 비하여 교통수요

술개발 테마가 되고 있으며, 철도에의 기대

를만족시킬대안으로평가받고있다.

가 높아지는 중에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

외국의철도기술주요개발사례를살펴보면,

면서, 이용자 니즈(needs)의 고도화, 다양

첫째,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철도시스템을 개

화에 부응해 철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

발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해 안전, 환경면을 충분히 살려 기술혁신을

은 산악과 곡선지형에 적합한 동력분산식

도모하고 있다.

의 고속철도차량을 개발하였으며, 프랑스
는 안전과 승차감 향상을 위하여 관절대차

3.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선로용량은 신호, 제동력, 최고속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점진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TGV 시스템은

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연령인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열차제동장치의 성능개선으로 선로용량을

구가 감소하여 철도 이용객의 감소가 우려

하여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를 목

증대시켰다(TGV-A(대서양선)).

되고 있고, 다른 교통기관과의 경쟁이 치열

전에 두고 있지만, 최근의 철도기술발전 추

셋째, 대량수송의 방안으로 2층객차 등을

해 지고 있으며, 철도의 민영화가 이루어지

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고속철도의

도입해 수송량을 기존열차보다 약 1.5배 정

면서 역 등의 인터모달화를 지향하고 있다.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신간선, 프랑

도 증대시키고 있다(TGV Duplex).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996년 설립된 이

스의 TGV, 독일의 ICE 등을 통상적으로

넷째, 국제 직통열차 운행, 운행시격 단축

래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으로서

고속철도의 선두그룹이라 말할 수 있는데,

도모, 열차의 고속화 추진, 기존선의 근대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고속철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고속주행을

화 추진을 위해 열차제어시스템 분야에 무

한국형 고속철도의 350km/h 돌파, 도시

할 수 있도록 차량, 신호, 제어, 토목기술

선을 이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철도 표준사양 및 핵심장치 국산화 기술보

등 각종 시스템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다(유럽연합의 ETCS, 런던지하철의 쥬비

급, 무인운전 고무차륜 AGT 경량전철시스

2.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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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선진국의 고속화관련 기술개발의 주요테마

○ 환경과 조화되는 철도 (환경조화성)

방향

분야

주요 과제

환경 문제의 중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

○ 고속차량 개발
차량

○ 조향 및 틸팅대차

전, 철도의 신뢰성·편리성·쾌적성 향상,

○ 경량화

철도사업의 저비용화 등을 염두에 두면서

○ 고속차량대응의 궤도관리
○ 환경과 조화로운 고속철도의 기술개발

궤도

○ 고속화를 위한 요소기술개발
○ 차세대의 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진자차량궤도관리

연구개발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맞추어야

○ 탄성궤도

한다.

○ 디지털ATC의 실용화

수송, 정보
전차선

○ Lan에 의한 차량정보의 고밀도화

● 미래 철도를 위한 연구개발

○ 고속용 가선방식

● 실용적인 기술개발

○ 소음원 해석
환경대책

● 철도 기초연구

○ 저공력음 팬터그래프
○ 터널미기압, 터널내 압력파동대책
○ 지반진동 시뮬레이션

4. 맺음말

<표 4> 일본의 철도관련 기술개발의 연구테마 추이
관련기술

1970년

1978년

고속화

1

3

1980년

대량수송
안전성

1

1987년

1990년

3

8

4

4

2

8

방재

1

저공해성(환경)

2

에너지활용
정보화

1

2

3
2

1

쾌적성

4

2

9

8

1

3

5

1

7

편리성
경제성
교통약자보호

요즈음 과학기술계의 화두는‘실용화’
와
‘목적지향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즉 뚜렷
한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실용화되는 아이
템을 시작하라는 뜻이다. 철도기술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연구를 위한 연구를 배제하
고, PBS(Project Based System)라는 핑

6

계를 들이대고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연구기

1

간 늘리기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

2

주 : 1) 고속화는 차량의 경량화, 조향대차의 개발, 제동기술, 집전시험 등과 관련
2) 저공해성(환경)은 경량방음벽, 저소음 팬터그래프, 터널 미기압파 저감 등

다. 모든 국민이 갈망하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
세대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과학기술계의

템 개발,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틸팅시스

규제가 현실화 되는 등 철도기술을 둘러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익을 낼 수 있

템 개발 등 우리나라 철도기술 개발의 중추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는 실용화기술에 철도기술개발의 역점을

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철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책

두고, 미래를 대비한 기초·원천기술 분야

분야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철도의 역

연구기관으로서 철도기술에 대한 국민적

에는 젊은 과학자들을 전진 배치하여 인건

할 증대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환

편의 증진과 신기술 창출을 통한 철도산업

비 부담을 털고 온통 미래기술에만 몰두할

경에 대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의 연구개발목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KTX 개통에 따른 본격적 고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철도사업을 2000년대의 수출전략

속철도 시대의 개막과 국가기관인 철도청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철도차

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

○ 신뢰성이 높은 철도 (안전성, 안정성)

량 및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어 구조개혁이 진행 되는 한편, 선진 각국

○ 편리성이 높은 철도 (정시성, 편리성, 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자립

의 첨단철도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 가속화
와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적성)
○ 저비용의 철도 (경제성)

을 통한 차량의 고유모델 개발에도 산학연
이 합심하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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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보와지식공유,
확산의장
‘한국철도기술’
을 창간하며

홍순만 | 건설교통부 철도국장 (smhong@moct.go.kr)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106년의 역사를 통해 그간 비약적인 발
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비록 식민지 시대에 타율적인 발전에서
출발했지만, 광복 이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성장을 거듭하였
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철도기술은 차량의 경우 초기에 1920년대까지는 기
관차를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다가 그 후 점차 국내에서도
일부 차량을 제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
로 우리가 만든 차량이 제작된 것은 증기기관차의 경우는 해방 후
인 1945년 12월 27일부터 시험운행 된 해방자 1호로 객차 20량을
연결하고, 100km/h로 달리는 견인마력 2000HP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젤전기기관차의 경우는 해방 이후 기술축척을 통해 1980년부터
미국의 GMC사와 기술제휴에 의해 국산디젤 전기기관차를 생산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객차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국내기술로 제작
되었는데, 당시 통일호객차 209량이 한국기계에서 생산되었고, 그
후 국내기술에 의해 객차가 생산되었고, 화차의 경우는 1970년 이
후 국내기술로 생산되어 현재는 고속화차까지 개발되었습니다.
토목부문에서도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레
일은 30kg/m로 미국 일리노이스 스틸회사가 제작하여 한국에 운
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 미국 카네기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등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수
입하였습니다. 그 후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강
원산업㈜에서 레일제작에 성공하여, 1978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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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토목공사는 1950년부터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분야에 비해 다소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

전기부문에서는 1960년~1970년까지 전용 고압선를 설치하였고,

고 있습니다.

역무부문에서는 수도권전철에서 1977년 8월 15일부터 승차권자동

이러한 분야별 현재수준을 평가해 볼 때 한국형고속철도차량의 개

발매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신호부문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기계

발전후에 따라 특히 우리철도기술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1999년

연동장치에 대신하여 1958년부터 전기 계전 연동장치로 교체되었

에 우리나라는 세계철도기술수준의 50·60% 수준이었으나, 우리

고, 최근에는 열차자동제어장치인 ATC가 도입되어 수송력과 안전

나라에서 개발한 한국형고속철도차량의 개발로 세계철도기술수준

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의 80% 수준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자적인 철도기술의 발전과정을 기반으로 우리의

이제 우리는 한국철도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길목에 있습니

능력으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철도

다. 2005년은 어느 의미에서는 철도기술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

기술은 1984년까지 최고속도 140km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4년

는 계기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철도의 구조개혁으로 시설공단과

고속철도의 개통과 한국형 고속전철의 개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

운영공사로 탄생하였고, 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

였습니다.

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연구

이를 각 부분별로 성과와 발전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량이 확대되어 철도관련 기술과 운영연구를 총괄하고 있으며,

먼저 철도기술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형 고속전철의 기술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기획 평가기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에 이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기술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어 세계에서 3번째의 1,100kw급의 유도전동기를 개발하였고,

고유역할의 수행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결집하여 시너

IGCT소자를 적용한 2.5MW급 대용량 전력변환장치를 개발하였

지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산업협의체의 구

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공설설계에 의해 공기저항과 터널통과시의

성을 통한 협의기능의 확대와 함께 보유기술과 새로운 개발기술에

외부압력을 각각 15%, 8%감소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대한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디자인에서 핵심장치까지 고유모델로 개발하였으며 부품 수 대비

창간되는 한국철도기술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

92%의 국산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의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는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

고속열차의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으로 제작하여 철도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는

각 장치별 성능을 시험, 검증하는 기술까지 확보하였다고 평가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며, 향후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의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앞으로 한국철도기술지는 국내외 철도관련기술 개발 내용을 신속

평가기술을 확보할 경우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완성도가

하게 전달하고, 핵심기술개발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첨병의 역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을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보가 제

차량시스템 기술은 경부고속철도 차량의 국내 생산과 한국형 고속

공될 것이며, 해외철도기술에 대한 소개 등도 신속하게 전달될 것

전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적인 대형 국책사업을 통하여 많은 기술

입니다. 이러한 한국철도기술의 발간을 통해서 우리철도기술은 새

들을 축적,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고 시제차량의 개발에

롭게 정리되며, 체계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성공한 2002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독자

다시 한번 한국철도기술지의 창간을 축하하며 국제적인 철도 기술

기술로 고속전철 차량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품 간 인터페이스

잡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과 전문

및 일부 하위 기술 분야 즉, 핵심 차량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가들의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야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선진 외국의 고속철도 차량제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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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철도안전

○ 한국철도의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 선진형 철도시스템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지하철 사고방지 및 안전개선 대책
○ 위험도 평가 기반의 철도안전관리 선진사례 및 기술동향
○ 철도안전과 인간공학

* 다음 호 테마는‘철도 R&D사업 방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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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 한국철도의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한국철도의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
양대권 | 한국철도공사 수송안전단 조사1부장 (ydk0624@hanmail.net)

조원이 넘는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다. 게다

그동안 한국철도는 많은 애환을 거듭하면

가 지난 2004년 4월 1일 세계에서 5번째로

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

한국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노량

시속 300㎞의 고속철도를 개통하여 한국철

통직후에는 일본의 점령기로 국가이익 도

진~제물포간 33.2km의 구간에 첫 기적을

도도 이젠 세계 각 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

구로 이용되었고, 6·25전쟁 당시에는 군

울리면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 올해로 꼭

는 철도 운영국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기

수물자 및 피난민 수송수단으로 역할을 다

106주년을 맞이하였다. 개통 당시에는 증

술을 상품화하는 등 철도기술의 획기적인

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기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과 7개

변화요인을 가져왔다. 특히, 남북철도 노선

계획이 수립되면서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역에 직원 119명으로 한국철도가 막을 열었

이 연결되면 유럽과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지만, 현재는 3만 여명의 직원이 3,500㎞의

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 등과의

사실이다. 이처럼 교통수단으로써 제 역할

영업거리를 운용하면서 국내교통기관 중

연계를 통하여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를 열

을 다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그간 도로교통

약 25%의 수송분담을 하고 있으며, 년간 2

어갈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의 집중육성에 사양화 되었다가 고속철도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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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통되면서 이제야 철도의 번영기를 맞

연도

구분

이하였고 앞으로 철의 실크로드 시대에 걸

총

계

맞는 최고의 발전 기틀을 다져온 철도가 이
열차사고

제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때 철도교통이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운전사고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

여객사고

원한 지상과제로써 반드시 목표달성에 최
사상사고

공중사고

1990년 이후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확대와

’
04

1,041

1,029

1,129

1,099

4

4

1

1

1

면 책

1

1

3

1

소 계

5

4

2

4

2

2

3

5

1

면 책

75

58

54

56

38

소 계

75

60

57

61

39

80

64

59

65

41

부 책

2

1

3

2

12

면 책

248

233

251

369

319

소 계

250

234

254

371

331

부 책

6

5

2

3

-

면 책

244

209

229

201

178

소 계

250

214

231

204

178

56

64

52

70

66

556

512

537

645

575

부 책

319

303

296

291

355

면 책

126

162

137

128

128

계

445

465

433

419

483

직무사고

결과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

계

으나, 아직도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안정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다. 결과적

’
03

1,081

철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
02

부 책

계

점이며, 결국「철도안전」
은 한국철도공사

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01

부 책
건널목사고

의 경영목표이자 철도인이 추구해야할 영

’
00

운행장애

으로 각 종 사고발생은 그간 어렵게 발전해
온 철도가 일순간에 버림받는 철도로 전락

위 <표>에 의하면 철도사고는 2001년 이후

으로 인한 장애가 많이 발생되어 2003년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소되다가 2003년 증가된 이후 2004년도

대비 64건이나 증가되었고, 사상사고도 증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속철도 개통

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철도

에도 불구하고 약30건이나 감소 되었다. 이

2003년에 비해 70건이나 감소되었으며 이

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안전을 확보하

를 사고종별로 보면 열차사고는 증감을 반

는 대부분 철도 면책사고로 실제 철도의 잘

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복하고 있고, 건널목 사고는 계속 감소추세

못으로 인한 책임사고는 10건도 채 안되는

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에 비해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열차

22건이나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열차운행

100만㎞당 운전사고(열차사고 및 건널목사

을 일시적으로 지장하는 운전장애는 2001

고)를 보더라도‘03년도 0.60건에서‘04년

년 이후 계속 감소되다가 2004년도에는 고

도 0.36건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Ⅱ. 철도사고현황 및 분석
1. 사고발생현황

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초기 시스템 불안정
2005.05+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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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2. 문제점

테마3

테마5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사 장

1) 취급부주의사고 빈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바 시설장

부 사 장

비결함 및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는 감소되
었으나, 운전취급 직원들의 취급부주의 사

테마4

철도안전위원회
수송안전단장

본 사

각 본부의 안전관리
업무 종합·조정

고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급부주의 사고는 취급자 자신이

각 본부 (단)장

재확인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않아 발

(산하소속기관 지휘감독)

생된다고 보아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운전취급자가 운전취급을 함에 있어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현업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종합·조정

서 지적확인환호를 이행한다면 잘못된 취
급을 사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

현업기관장

신과 착오취급은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고 취급한 결과로써,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

안전협의회
소속역장, 분소장

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취급을
하도록노력해야하며, 반드시지적확인환호

지역안전위원회

(분임안전관리책임자)
현업기관
관리감독자

를엄정히하여재확인하는습관을갖는다면

(안전담당자)

취급부주의사고는절될수있다고본다.

직 원

2) 시설·장비의 개량부진과 관리미흡
약 7,000㎞의 선로가 부설된 전국 철도망

되고 또한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 기간이 충

2)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

은 10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첨단시설도

분치 못하며 기술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설비개량, 시설 등 각종 공사는 열차운행을

있는가 하면 아직도 단순한 기계적 기능을

서 운용하다보면 점검 및 보수 관리에도 허

하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철도만의 특성

하는 설비도 있다. 일시에 모든 설비를 개

점이 나타나게 된다. 앞으로 시설물 개량사

이 있다. 열차운행과 병행하여 작업을 하게

량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철도 현실에서 큰

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지만 기술 수명

되므로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일시에 많은 예산

이 짧은 현시점에서 반복 투자의 결과물로

과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을 투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량을 한

관리상 문제점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충

업체에서도 관리를 게을리 하려고 하지는

다 하더라도 일부구간씩 나누어 개량하게

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않겠지만 작업자의 기본적 안전의식이 일

되므로 운용측면에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

개량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 수준으로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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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

고속철도는 시속 300㎞이상의 고속운행을

를 횡단하다 잘못되어 사고를 당할 경우에

한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

하게되는데, 이런 고속운행에 있어서 각종

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알고

홀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시공업체 뿐만 아

운행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전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선로를 횡단하게 된다.

니라 철도운영측면에서도 많은 손해를 입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설비가 정상

물론 철도 운용자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

게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욱 큰

작동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에

는 문제도 있다하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의

것은 보이지 않는 간접피해, 즉 신뢰도 실

서 오동작을 하게되면 열차 지연운행으로

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추로 인한 상업성 감소가 더욱 크다. 공사

인한 불편을 가중시키게 된다. 차축온도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공사관

지장치(HBD), 폐색구간방호스위치(CPT)

계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

등 안전설비가 작동하면 원인이 규명될 때

고를 내지 않겠다는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까지 속도를 줄여 운행하게되고, 결과적으

한다.

로 지연운행으로 인해 고속철도의 기능, 즉

1. 안전관리 조직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2005. 1. 1 철도청이라는 정부조직에서 정

4) 고속철도 운용기술의 이전 미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설비의 작동시기

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된 한국철도공사는 본

고속철도가 개통 된지 1년이 지나면서 그간

가 너무 민감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

사 중심의 기능별 본부(단,실)제로 운영되

사고(장애)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타났다.

고 있으며, 현업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각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열차운행에 있

Ⅲ. 한국철도공사의안전관리체계

주관본부(단)별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철

어서 주된 동력을 발휘하는 모터블럭(보조

6) 철도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상사고 빈발

도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계획수립 및 본부

블럭) 고장과 각종 안전장치의 고장원인은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지정된 통로만을

(단)간의 조정·통제, 현업기관의 안전심사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철도보호 차원에

등도 수송안전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이다. 명확한 원인분석이 되지 않아 우선

서 철길을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적으로 카드를 교환하고 소프트웨어의 수

규제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리성 주장으

2. 사고조사 체계

정, 취급자에 대한 교육강화 등으로 일시

로 역구내에서도 선로를 횡단하는 것은 다

철도사고 조사는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

보완해 왔지만, 근원적인 고장원인 규명과

반사이며, 선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상을

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

해소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이러한 고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된다. 사고통계에서

구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

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내년 4월 계

본바와 같이 여객, 공중사상사고는 매년 감

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약이 만료되기전 계약자 및 감리자에 의한

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철길 주

현재의 사고조사 체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가속화하고 근본원인을 찾는데

변에서 열차에 접촉하여 사상을 당하는 사

사고원인 규명은 지역본부장 책임하에 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

사처리 하되, ①중대한 사고 ②신속을 요하

차 이용자나 일반 주민이 철도에 대한 일반

거나 ③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사고의 경우

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철도

에는 사장(수송안전단장)이 조사·처리한

5) 각종 안전설비의 오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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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다. 사고조사를 위하여 본사 수송안전단에

테마3

테마4

테마5

사고복구체계

‘조사처’
를 두고, 지역본부에는 안전환경실
에‘조사팀’
을 두고 있다.

시설반
(시설관리사무소장)

또한 열차 또는 차량의 탈선, 전복, 화재 발
생시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본사에 부사

복구지휘자

차량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 처장급을

(차량사무소장)

(차량사무소장)

위원으로 하는‘사고원인규명조사위원회’

전기통신반

를 구성,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 연

수송반

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협조의뢰하여 처리

(관제실장)

(전기·제어사무소장)

시설관리사무소
건축사무소

차량사무소

전기사무소
신호제어사무소

하기도 한다.
특히,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총지휘자

수습·홍보반

지역관리역

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지역본부장)

(지역관리역장)

소속역

위하여 2003. 6. 10.부터 각 분야 전문가와

보조자 : 시설부장

외부기관 전문가를 활용한‘Go-Team’
을

조사반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편, 철도안전법에

(안전환경담당관)

의거 건설교통부에「철도사고조사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①철도사

경비반

고중 열차충돌, 탈선, 화재사고 ②열차 또

(지역공안실장)

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
상사고 ③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
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사고 ④열차 또

관사 → 인접 역장 → 지역본부 관제실 →

의 개통 ③민간인 및 철도재산의 보호 순으

는 차량의 운행장애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

본사 관제실로 신속히 보고가 이루어지게

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인이 발생할 경우 ⑤기타 사회적 물의를

된다.

사고발생시 복구의 책임은 지역본부장(총

야기한 이례적 상황인 경우는 건설교통부

사고급보를 받은 지역본부 관제실에서는

지휘자)에게 있다.

의「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에서 조사하도록

복구작업에 관계되는 각 현업소속에 복구

또한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열차사고 등 대

되어 있다.

장비 및 복구요원 출동 지령을 하게되며,

형사고 발생시에는 정부차원의 사고수습대

출동지시를 받은 복구장비 및 복구요원은

책본부 구성과 부처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3. 사고복구 체계

30분 이내에 긴급히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

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 초기단계에서

열차운용 과정에서 각종 철도사고가 발생

한 사고복구반은 사고복구 작업의 우선 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되면 사고급보체계에 따라 사고현장의 기

위에 따라 ①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②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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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록 하고 있다.

점검의 종류 및 점검방법

점검종류
일일

점검자
취급담당자.

점검시기
매일

점검 방법
자기업무와 관련된 구역 또는

비고
따로 정한 경우 제외

현업기관 팀장급

매주

이상

관할하는 업무 또는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상태 확인점검

안전점검은 안전관리 활동의 핵심요소로서
점검기준·시기 등은 한국철도공사 사규로

작업기기의 정상기능 상태점검

주별

2. 안전점검 및 심사

- 업무분장별로 시행
- 단, 5급이상 소속역 및 분소는
팀장급이 시행

정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고,
본사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
쳐 현업소속의 안전관리 상태를 종합적으

월별

현업기관의 장

매월

월별순회

지역관리역장.
사무소장

매월

계절별

지역본부장 등

관내 시설·장비 및 인적요인에
대한 자체점검
산하 소속역 또는 분소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철도안전의 날에 시행

별도지정자 시행가능. 단, 산하

관내 현업소속 또는 관할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소속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소속별 반기1회 이상은 지역관리
역장·사무소장이 직접 시행

매계절

로 심사·평가한 후 심사결과 산출성적은

수송수단별교통안전관리대책의
수립및운영에관한요령(건교부훈령
제94호, ’
95.8.5)에 의한 계절별점검.

3. 기동안전팀장의 운용
주기적인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안전지도활
동을 하기 위하여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
기동안전팀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실·본부장(단) 및

수시

특별지시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의 장

기동안전팀장의 자격기준은 각 분야별(운
수, 운전, 시설, 전기, 차량분야)로 현업기관
에서 팀장경력 3년 이상인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엄격히 심사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
아 임명하며, 기동안전팀장의 임무는 철도

Ⅳ. 주요 안전관리 활동

보를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④안
전계획의 실시 및 그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

1. 종합안전대책의 수립·추진

에 관한 사항 ⑤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

수송안전단장은 매년 11월 20일까지 각 본

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수송안전단장은

부(단)장으로부터 다음 연도 분야별 안전관

확정된 종합안전대책을 각 본부(단) 및 소속

리대책 수립 자료를 제출 받아‘종합안전대

기관에 시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자체

책’
을 수립,‘철도안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

세부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한다.

쳐 확정한다. 종합안전대책에는 ①시설 및

각 본부(단)장 및 지역본부장은 매분기 마다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 제도 ‘종합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평가분석 보고
개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③안전확

전 분야에 대해 순회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
시하여 인적·물적 불안전요인을 발굴·시
정하고 있다.
기동안전팀장은 안전활동과 관련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서류제출, 관계자 입회 및
경위서 등의 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
으며, 활동결과에 따라 관련직원에 대한 문
책 또는 표창을 사장에게 상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서’
를 작성하여 사장(수송안전단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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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2

4. 취약개소의 지정 및 특별관리

테마3

테마4

테마5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관리상 특별관리가 필
요한 시설·장비를 조사하여‘지역안전위
원회’
의 심의를 거쳐‘취약개소’
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철도인력개발원 및

안전과 직결된

직장내 전문 교육

보직관련 직무반

‘취약개소’
에 대해서는 ①취약요인 및 관리
정기교육

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②감시요원
의 배치 ③순회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고 ④

신규교육

각 본부·실장은 취약요인에 대한 근원적

소속자체

인 해소방안을 최우선 강구토록 하고 있다.

교육

보충교육

교육

3시간 이상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현장작업 종사자

매월 2시간 이상

열차안전운행의 저해요인에 관한 사항

매월 1시간 이상

표준 안전작업 방법 및 작업상 위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3주 이상(직무교육 포함)

복직자, 보직변

1주이상 (일 3시간

작업안전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경자, 전입자 등

이상,직무교육포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채용시 8시간 이상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인부 등

(안전수칙 포함)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매일 작업시작전
30분 이상

한국철도공사는 정기적으로 소속직원에 대
한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시

교육내용

사무원·기술원

일용인부

5. 안전교육

교육시간

특별교육
(본사, 지역본부의
순회교육)

특별교육 대상자

16시간 이상

별도 지시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의2에 정한 사항
지시 내용에 의거

설·장비의 도입시 취급·정비·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기타 안전활동

철도수송능력의 비약적인 확대는 안전관리

JR동일본의‘Safety Plan 21’
과 같이 한국

앞에서 언급한 안전활동 이외에도 직원 적

역량의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병행되어야

철도도 안전을 모토(Motto)로 하는 철도경

성검사관리, 소속 무재해 목표 및 개인별

할 것이다.

영이념을 수립하여 내부직원의 동기를 유

무사고 성적심사 관리, 직원들의 안전마인

아직도 일부에서는 안전을 경제적 효용을

발시켜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

드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매월 철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선택적 개념으로 인

로 철도의 안전이미지를 마케팅 수단으로

도안전의 날 행사와 각종 교통안전캠페인

식하고 있으나 안전확보는 대중수송수단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에게 가장 우선적 으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이다.

2. 안전관리체계의 재정립과 투자재원 확보

아울러 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복구 및 피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건설부분과 운영

해보상으로 인한 직접손실 이외에도 안전

부문이 분리된 현시점에서 안전관리체계의

한 철도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른 고객감소

재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 안전중심의 새로운 경영문화 창출

는 운영회사에게 치명적인 경영손실을 입

특히 철도는 각분야별 시스템이 복합적으

고속철도 개통, 대륙철도 연결 등에 따른

힐 수 있다.

로 상호작용 하는 만큼 부문별·분야별 책

Ⅴ. 철도안전관리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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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정립하지 않으

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철도도 국

이를 위해 첫째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면 인터페이스에 혼선을 가져와 안전의 사

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

안전을 경영이념화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

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효

실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유하여야 한다. 안전확보가 선택이 아닌 철

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수송수단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도경영의 필수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최고

또한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시설보완

여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안전설비

경영자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분명히 인식

등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및 기준의 마련과 안전관리 요원의 전문화

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수준의 차량 및 시

록 철도분야 R&D 예산비목 신설 또는 별도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 철도시스템을

설안전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철도는

연구기금조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국제철도기구

더 이상 국내철도가 아닌 세계로 달릴 수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있는 철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

3. 종합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 마련

것이다.

계적 수준의 철도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한

앞으로 철도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

또한 국제세미나,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철

다. 셋째 철도 전 종사자의 국제경쟁력을

해서는 중장기 철도 안전향상 프로그램의

도를 알리고 세계철도를 이해하는 기회를

배양해야 한다. 철도는 차량과 시설이라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중장기 전략적

갖는 것도 좋은 장이 될 것이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첨단시설을

인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

종합안전계획의 수립기준, 안전관리 운영

또한 절대 소홀이 될 수 없다.

및 평가방안, 안전점검·심사 및 점검결과

Ⅵ. 맺음말
따라서 새로운 안전관리체계의 정립, 시

의 피드백 방안을 마련하며, 사고 및 위험
요인 정보를 D/B화하여 위험성을 사전 평

이상과 같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를

설·차량의 현대화,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

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분석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철도공

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으며, 이를

또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Human Error)

사의 안전관리현황과 철도환경 변화에 따

토대로 승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양

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른 앞으로의 안전관리 발전방향을 살펴보

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까지 연

기관사를 비롯한 안전관리 핵심요원에 대

았다.

결될 수 있는 국제 수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자격제도 도입 등 인적자원관리 개선방

한국철도는 지속적인 차량 및 시설개량, 인

21세기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

안 마련과 철도의 각 주체별·사고유형별

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

을 것이다.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매뉴얼화해야 할 것

하여 지난 106년간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다.

거듭하여 왔으나, 고속철도운영과 눈앞에
다가온 대륙철도 연결을 계기로 한 국가간

4. 한국철도 안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객이동과 물자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의 연결로 철도는 더

며,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한국철도도 국

이상 국내 수송수단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

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요구받고 있다.
2005.05+06 35

테마1

테마2 - 선진형 철도시스템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테마3

테마4

테마5

선진형 철도시스템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임영록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실 기술개발전담처장 (yrihm@krnetwork.or.kr)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하행선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에서 한 중년의 남
자승객이 일반석에서 일어났다. 그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켜려고 망설이던 중 맞은 편에 앉아 지켜보던 승객이 나무라는 말
을 하자 갑자기 불을 켜고 용량 4리터의 샴푸통에 들어 있는 7,500원어치의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이 남자승객은 옷에 불이 붙자 황급하게 가방을 전동차
바닥에 던졌고, 불길은 순식간에 전동차 안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615억원의 지하철·상가 시설피해, 약 7,053억
원의 간접피해로 대구시민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악몽과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한국을 역대 세계 지하철 사고 2위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기
록하도록 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이렇게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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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철도는 본질적으로“열린 환경(open environment)”
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미국 연방대중교통국,
2003). 철도시스템은 국가간, 지역간, 도시내에서 사람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방해받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철도시스템은 또한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운행시간과 저렴한 요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비
용절감 및 운영 최적화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고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 때문에 승객
들의 안전을 중요시함으로써 유발되는 막대한 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운영주체가 항상 노력해야 하
는 시스템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서민의 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세계 선진국들의 정책이 철도안전
(Railroad Safety)에서 철도재난관리(Railroad Security)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철도운영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철도시스템에 대한 자연·인적·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관련법
을 제·개정하였다. 그리고 철도재난 관리를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
고,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할 뿐만 아니라 철도재난관련분야에 대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899년 국내부 내장원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철도시스템의 역사는 105년이 되
는 지난 2004년에 1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출범, 4월 1일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등을 통해 선진형
철도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철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사망 192
명, 부상 151명의 희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 1993년 사망 78명, 부상 105명의 희생자를 낸 구포 무
궁화호 열차전복사고, 1983년 사망 55명, 부상 243명의 희생자를 낸 경북 경산 열차추돌사고, 1977년
사망 59명, 부상 130명의 희생자를 낸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고 등 우리나라의 과거 철도재난 사례와
안전 철도국가를 향한 선진국의 노력을 살펴볼 때 선진형 철도시스템은 단지 철도운영 주체의 변경만
을 통해서는 구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철도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자동차와 항공기에 밀려 구시대의
유물로 사양화되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였던 철도가 지하철·전철의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첨단
노면전차,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등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철도기술인의 입장에서 2005년 현재 국민소득 이만불시대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사회
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철도시스템을 통해 선진 통행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끝에 쓰여졌다. 우리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 대형 철도참사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유가족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통, 후진형 철도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철도산업 종사자들의 고개숙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우리는 그때마다 철도안전시스템의 개선과 사
고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지만 철도재난관리분야에 대한 투자부족과 시스템 구축 미비로 또다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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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곤 하였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회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된다. 이 글이 21세기 철도시대를 위한 철도재난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정책 당국자와 철도기술인,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탐색
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철도재난의 개념과 위험평가
1. 개념

철도재난(Railroad Disaster)은 교통재난(Transportation Disaster)의 일종으로 철도라는 교통수단에
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재난(Disaster)과 사고(Accident)의 구
분기준은 없으며 재난의 인정은 발생상황의 규모와 전개과정, 발생지역, 발생시기, 피해규모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개인이 철도궤도 위 또는 철도건널목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은 철도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태풍·지진 등으
로 인한 대규모 철로 유실 및 교량붕괴, 철도 탈선으로 인한 대형 인명참사, 열차간 추돌·충돌, 폭탄테
러, 장기간 불법 철도시설 점거 등을 재난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사고가 대형화되면 철도재난이라 불리기 때문에 사고와 재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철도
재난은 그 발생빈도가 사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나 만일 발생한다면 사람들의 기억
에 주는 참사현장의 인상이 강렬하므로 사고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시 A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5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전년도에 비해 철도사고 수와 사망자수가 절반으
로 감소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도시 A의 해당연도 사망자 중 90%가 단일 철도재난으로 발생했다
면 우리는 도시 A를 철도시스템이 안전한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Waugh(2000),
Smith(2001), Levinson과 Granot(2002) 등의 학자들은 철도재난을 철도사고로부터 분리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교통부(DOT)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철도
재난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통재난의 주요 세부재난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철도재난의 위험평가

철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운영피해 규모에 따라 사소한 사건(negligible),
관찰이 필요한 안전사고(marginal), 심각한 재난(critical), 대형재난(catastrophic) 등의 4가지 유형으
로 구분될 수 있다. Higgins외(2000)은『텍사스주 대중교통기관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안내서』
를 통해
대중교통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위험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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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중교통 시스템의 위험평가 항목과 요인
위험평가항목

- 과거사례 :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 기술적 요인 : 어떤 일들이 운행마비나 시스템 붕괴로부터 발
생하게 되는가?

위험요인
- 화재

- 악기상(Severe Weather)

- 교통사고

- 위험물질 누출

- 지진

- 허리케인

- 토네이도

- 테러·유사테러

- 전기단전 등 시설사고

- 화재·폭발·위험물질 사고

- 통신시스템 마비

- 안전시스템 붕괴

- 컴퓨터시스템 마비

- 전력공급 차질

- 열공급·위험물질 냉각시스템 문제
- 긴급상황 통보시스템 문제

- 시설적 요인 : 어떤 유형의 긴급상황이 대중교통시설·차량
의 설계나 건설로부터 발생하게 되는가? 시설건설은 안전을
증대하는가?

- 시설의 건설

- 위험물질 처리·부산물

- 장비배치

- 가연물질 저장시설

- 조명

- 대피로·대비출구

- 접근성이 좋은 대피구역
- 홍수터·지진대·댐과의 거리
- 입지적 요인 : 대중교통시스템의 위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
는가?

- 위험물질을 생산·저장·사용·운송하는 회사와의 거리
- 핵발전소와의 거리

- 인간의 실수 : 피고용인의 실수에 의해 초래되는 긴급상황

- 미흡한 훈련

- 관리의 미비

은? 피고용인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는가?

- 부주의

- 잘못된 상황처리

그들은 긴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가? 인간

- 마약·약물 복용·음주

- 피로

- 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 전기누전

- 통신케이블 단절

- 가스 배관 파손

- 상하수도 시설파손

- 제연기관 파손

- 구조물 안전문제

- 공기·식수오염

의 실수는 긴급상황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 규제 : 대중교통은 어떤 긴급상황·재난을 다루도록 규정되
어 있는가? 잠재적인 재난을 초기부터 종료단계까지 분석하
라. 다음 사항의 결과로 무엇이 발생하는지 생각하라.

- 폭발

- 건물붕괴

- 인질사고

- 화학물질 누출

Ⅲ. 철도재난 대처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방향
1. 선진 각국의 철도재난 정책방향

선진 각국은 태풍·홍수·지진·토네이도 등 자연적 재난요인과 인간의 부주의 또는 시설문제로 발생
하는 화재·전력단전·위험물질 누출 등 인적 재난요인뿐만 아니라 테러·불법 철도시설 점거 등의 사
회적 재난요인으로부터 철도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철도재난에 대한 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옴진리교도들에 의해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로 12명의 사망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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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정부는 1996년「대량살상무기대처법」
을 제정하여 교통부 연방대중교통
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U.S. DOT)을 포함한 연방정부 각 기관들이 재난위험에 노출된 미
국내 120개 도시에 재난대처를 위한 훈련·장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 연
방대중교통국은 연방정부 시행령(49 CFR Part 659)을 제정하여 모든 철도기관이 철도재난·사고에 대
한 연구·훈련과 기준·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철도시스템 재난관리사업계획(System Security
Program Plan)을 수립한 후 주정부 재난관리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영국정부는 철도법(Railway Act 1993)과 철도안전규정(Railway Safety Case 1994)을 기초로 보건·안
전실(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을 중심으로 철도안전정책 및 법제도 구축능력을 강화하였
다. 영국은 철도법에 근거하여 철도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철도사고 조사와 안전감사를 수행하며 철도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철도안전표준위원회(Railway Safety and Standard Board)는
5년 기간 동안 7개 연구분야, 24개 연구주제에 대해 총 75백만파운드를 투자하는 철도안전연구사업
(RSRP: Railway Safety Research Program)을 추진함으로써 선진형 철도관리체계를 위한 새로운 도
약의 발판을 준비하였다.
1995년 7월 25일 파리시 RER B호선 St. Michel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포함하여 교통시스템에 대
한 22회 이상의 테러를 경험한 프랑스정부는 철도재난관리를 위해 10명 이상의 희생자 발생시 운영되
는 Rouge계획(Plan Rouge)과 소방-철도(Fire Brigade-RATP) 통합대처팀에 의해 지원받는 긴급상황
통제계획(Emergency Control Plan), RATP가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난통신 정보서비스를 운영
하며 국민에게 공개할 공공정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관리체계의 근거를 제공하는 위기통신
계획(Crisis Communications Plan), 철도재난 발생시 관련된 기관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기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5년 철도재난 관리를 위해“Vigipirate대책”
을 개발하여 St.
Michel폭탄테러 발생 23일 후 다시 시도된 폭탄테러에 이 대책을 적용하였다. 또한 1996년 8월 26일
파리-리옹간 철도테러가 발생했을 때는“Vigipirate대책”
에 의해 약 37,000명의 군인과 경찰이 동원되
어 Metro와 RER 열차·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상업몰, 정부청사, 학교, 발전소, 수자원시설, 통신
시설, 기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이후 TGV에 대한 폭탄테러 시도를 포함한
총 3건의 폭탄테러를 사전에 저지하여 대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2. 대중교통시스템 재난관리계획의 주요내용

재난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예방(재난피해저감 : Mitigation)·대비(Preparedness)·대응
(Response)·복구(Recovery)의 4단계로 구분되며 철도재난관리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교통부 연
방대중교통국에서 2003년에 출간한 대중교통시스템 재난관리계획 안내서는 모든 철도재난 관련기관
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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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대중교통시스템 재난관리계획 안내서의 목차
목차
1. 요약

2. 대중교통 산업에서의 재난관리

세부항목
1.1 비전수립 1.2 불확실성의 관리

1.3 재난관리계획 투자

2.1 대중교통의 다양성

2.2 기존의 재난위험관리 과정

2.3 테러에 대한 적용

2.4 위협에 대한 대처

2.5 재난관리계획

2.6 재난관리계획의 효과

2.7 재난관리사업의 추진전략

3. 재난관리계획 수립

3.1 수립주체

3.2 목적과 목표

3.3. 조직(관리단계, 관리자)

3.4 자원(인적, 예산, 관리지원)

3.5 사업추진전략

3.6 사업추진일정

3.7 업무의 분장과 수행

3.8 재난관리계획 준비

3.9 계획의 종합성(목적·범위 등)

3.10 계획의 명확성

3.11 계획의 절차

3.12 계획의 개선

3.13 재난관리계획과 지방정부계획간의 상호연계
4. 동원자원 평가

4.1 대응팀 구성

5. 위험·취약 요인의 저감

5.1 자원분석

5.2 위협, 취약성, 진행과정 분석

6. 새로운 위협의 대처절차

6.1 폭탄위협 평가절차 사례

6.2 이상징후·물품의 관리

6.3 화학물질 처리반 파견요청

6.4 민감한 정보의 대중공개

7.1 재난관리훈련의 원칙

7.2 기존의 훈련프로그램

7.3 대비계획의 실전연습

7.4 훈련프로그램의 개선방안

7.5 실전연습 설계

7.6 대피훈련

8.1 시설설계에 의한 재난관리

8.2 범죄방지 설계기법

8.3 재난관리 과학기술

8.4 법무부의 고려사항

A. 용어정리

B. FBI테러 취약성 자가점검

7. 훈련과 실전 연습

8. 설계와 기술 검토

4.2 계획의 검토

4.3 검토결과의 기록

8.5 기술대안의 평가

C. 순위 35이내의 대규모 대중교통시스템 재난관리부서 연락처
부록

D. 세부 동원자원평가표

E. 기금신청 안내서

F. 지자체 공공안전기관과 지자체 대중교통기관간 상호이해

Levinson과 Granot(2002)가 제시한 교통재난 대응계획의 내용은 크게 재난대응의 일반적 사항과 대응
의 기술적 사항, 관리이슈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교통대응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일반적 사항

기술적 사항

관리이슈

주요 내용
정부의 역할, 피해자, 재난발생주기, 재난관리계획 수립, 민간부문, 재난시 행동요령, 군지원, 훈
련, 경보·대피, 구조·구급, 시설피해, 정보센터, 테러·범죄
통신·정보, 재난의료 대응, 치안확보, 화재진압, 법의학 수사, 자원봉사 관리, 심리적·정신적
치료,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교통재난 피해사업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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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철도정책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1979년“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
으로 하여 교통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에서「철도산업
구조개혁 대비 철도안전규제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철도안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전까지
교통안전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등을 통해 철도시스템에 대한 정부·지자체·교통수단
제조사업자·운수사업자·운전자·보행자·국민의 안전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 기술협의회에서 도시철도 안전·방재시스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2003년 대
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여 국회에서 범정부차원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의 수립과 시스템 개편을 정부에
요구한 결과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5호로 철도안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안전기술 개발을 위해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새로 제정된 철도안전법에서는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 제8
조(비상대응계획), 제9조(종합안전심사),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를 통해 계획의 수립·점검·심사, 대응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
리),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42
조(위해용품의 휴대금지),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
한),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등의 조항을 통해 철도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승객, 시설·차량·용품·휴대품, 공사·행동 등에서의 위험요인이 철도사고로 전환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철도사고와 철도재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철도안전종합
계획의 내용도 시설과 차량의 안전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으며 비상대응계획 역시
표준운영절차와 비상대응훈련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재난관리계획은 단순히 시설과 차량에 국한되지 않으며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철도재
난의 위험도 평가, 예방사업, 재난대응자원 사전확보·관리·동원, 철로·차량·역사·운행지원시설
등 각종 철도시설의 응급복구, 피해자 구조·구급·구호·심리상담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재난
관리 개념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철도재난관리계획은 또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신철도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철도재난과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2004년 철도안전법의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선진형 철도안전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
다.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지난 20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유라시아대륙의 육상 통행로는 철
도를 통해 다시 연결됨으로써 12세기 몽골 세계제국 이후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 결
과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은 전근대적인 운송수단이 아닌, 몽골,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광활한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황금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
다. 이제 첫돌을 넘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새로운 철도의 시대를 개막할 첨병이 되기 위하여 선
진형 철도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철도안전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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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방지 및
안전개선 대책
오연용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안전관리실 대리 (oyo7594@paran.com)

Ⅰ. 서론

철 건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설선 건설을 계속 추진하게 되
었으며, 이제 지하철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를 통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

될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철운행을 개시하였고, 이후 대도시에서는 도심교통

그러나 우리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지하철이지

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서

만 이따금 차량고장이나, 사상사고등의 이유로 열차가 정상운

울에서만도 8호선까지 운행되고 있고, 부산·대구·인천·광

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한 것은 지

주광역시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개통을

하철이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하였으나, 성능·안전성·쾌적

앞두고 한창 지하철을 건설 중에 있다.

성· 기술력 확보등과 같은 질적인 수준향상을 따르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하철이 개통 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서울지하철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철 이용승객이 원하는

지하철은 일반 열차와 달리 운행시격이 짧아 열차운행에 지장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을 초래하는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열차가 연쇄

면서 많은 여객을 수송하여 왔으며, 대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중

적으로 지장 받아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운행이 불가피하고,

추적인 수송의 역할을 다하여 온바, 정부에서는 지하철 또는 전

이로 인한 파장은 신속히 전파되어 열차이용 승객에게 많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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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초래함은 물론 정도에 따라“교통대란”
이라는 표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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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장애 분석(2004년 중심)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도달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경
□운전장애는 1995~2004년까지 모두 155건의 사고가 발생하

우라도 지하철 운행의 안전확보는 필수 불가결 하다.

였으나,‘99년도의 24건을 정점으로올해까지 점진적으로 감
또한 최근의 대구지하철과 광명역 열차화재사고와 일본열차 탈

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형별로는 차량고장이 모두 71건으

선사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지하철도 더 이상

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은 과거 어느때 보다 중요한 부

원인별 운전장애 발생현황

문이 되었으며, 이와같은 시점에서 그간 발생한 사고발생 요인
을 분석해 보고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1. 운전장애 [최근 10년간 :‘95 ~
‘04년]

재질결함

정비 및 보수

신고취급

제작 및 시공

운전

기타

□ 유형별
유형별 운전장애 발생현황

□과거 5년간 장애평균 13.0건에 비해 2004년은 11건으로 감소
추이에 있으나 분야별 장애는 전기분야가 전년대비 1건에서
5건으로 4건 증가하였고 자량분야는 6.5건에서 5건으로 1.5
건이 감소하였으며, 운전분야는 2.5건에서 1건으로 감소하였
고, 신호통신분야는 1건에서 무장애, 전기분야가 전년에 비하
여 상당히 많은 장애가 발생되어 노후시설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차탈선

차량고장

전기고장

취급부주의

차량탈선

신호고장

선로고장

복합장애

기타

□2004년 운전장애는 전년도 대비 전기설비고장 3건, 기타장
애 1건이 증가하였고 차량고장, 운전취급부주의는 동일하며,
운전사고와 신호설비고장, 궤도고장, 복합장애는 없었으며,

☞‘99년도의 운전장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고장 155
건중 차량고장이 71건으로 전체의 46% 차지

□ 원인별
☞ 정비 및 보수결함이 45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

건수는 2003년과 동일한 11건으로 각 분야별 장애최소화 노
력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총장애 11건중 물적요인에 의한 재질노후, 재질결함
장애가 4건으로 36%이며 정비 및 보수결함, 시공결함, 운전
취급부주의 등이 7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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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별 장애현황을 보면 2호선 7건, 3호선 4건이 발생하였고
1호선 4호선은 무장애를 보여주었으며, 2호선, 3호선은 주행

□ 유형별
☞ 자살 및 자해가 199명으로 전체의 69% 차지

장애율이 각각 0.707건, 0.741건으로 전체평균 0.481건 보다
높게 나타났고, 2호선은 발생건수로 보면 3호선보다 많이 발

4. 여객사상사고 분석 (2004년 중심)

생하였지만 주행장애율은 0.707건으로 3호선 주행장애율보
유형별 사상사고 발생현황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장애로 인한 지연시분은‘00년부터‘02년까지는 감소하
였으나‘03년부터는 증가로 돌아서‘04에는 총 지연시분
409분으로 전년대비 91분이 증가하여 장애건당 평균 지연시
분은 29분에서 37분으로 8분이 증가하였으며, 열차주행 100
만km당 장애건수는 지난해 0.484건에서 0.481건으로 감소
하였고, 원인별 분류에서는 정비 및 보수결함 5건, 재질노후
3건, 기타 3건으로 정비 및 보수결함 장애가 가장 많았다.

자살자해

선로통행

열차측면 접촉

□차량고장은 전년도에는 동력회로 부분인 주회로 고장이 3건
으로 제일 많았으나‘04년에는 제동장치 4건으로 제동장치

□여객사상사고는 1995~2004년까지 모두 287명의 사상자가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차종별로는 3호선 영국형 쵸

발생하였고, 이중 사망이 182명, 부상 105명으로, 전체 사상

파전동차가 3건, 일본 쵸파전동차는 2건, 저항차 및 VVVF

자 중에서 자살기도 비율이 69%로 여전히 열차 투신사고의

전동차는 장애가 없었다.

비율이 높다.

□
‘02~
‘04년 사상자는 105명으로 사망 67명, 부상 38명으로
3. 여객사상사고 [최근 10년간 :‘95~
‘04년]

나타났으며,‘02년 24명,‘03년은 48명으로 전년대비 큰 폭
의 증가세를 보였으나‘04년은 33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여객사상사고 발생현황

31%의 감소세를 보였다.

□‘04년의 사상사고 발생원인으로는 진입중인 열차에 투신한
자살 및 자살기도로 인한 사고가 전체 33명중 28명(사망 20
명, 부상8명)으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본인부
주의에 의한 사고가 5명이고, 호선별로는 2호선에서 12명, 1
호선은 4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호선은 사망8명, 부상
4명으로 가장높게, 4호선은 사망 7명, 부상3명, 3호선은 사
사망(자살)

사망(부주의)

부산싱(지실기도)

부상(부주의)

망 4명, 부상3명, 1호선 사망 2명, 부상2명으로 나타났는데
호선별의 차이는 2호선이 영업거리가 길고 전체역사의 43%

□현 황

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03년이 48명으로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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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종별로는 사상자 33명 가운데 사망자가 21명(64%), 부상
자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21명중 20명(95%)이 자살에

테마4

테마5

야 하며 불안전한 조건이나 불안전한 행동을 과학적으로 통제하
면 거의 모든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의한 사망으로 본인부주의 보다 높게, 부상 12명중 8명(67%)
이 자살기도에 의한 부상으로 본인부주의 보다 높게 나타났

1. 사고 방지의 5단계

으며, 원인별로는 자살이 20명(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자살기도 8명(24%), 열차측면접촉 2명(6%), 선로추락, 출

1) 조직

입문에 낌, 열차와 홈사이에 끼는 사고가 각각 1명(3%)으로

어느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집단내의 각자에게

나타났다.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안전관리의 조직을 갖는 것이다. 조직의 장은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사망 7명, 부상 1명, 금요일에 사망 2명,

조직을 통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을 작성하

부상 6명(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여 시달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계획을 세워놓고 안전업무

11:00~13:00이 6명(18%)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조직을 통하여 전체 조직원이 참여하

로는 31~41세가 1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

여 수행토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자가 23명(70%)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사실의 발견
□ 2004년에는 수송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상자는 전년에 비

각 분야별 사고 및 안전활동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을 분

해 15명 감소한 33명으로 나타났고, 사고원인으로는 우울증,

석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한다.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하는

정신장애등 지병 13명, 노숙자(4명) 등, 생활고 13명으로 신

방법은 안전점검, 사고조사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안전에 관

병비관과 경제적 원인이 대부분이며, 연령은 30~50대가 24

한 토의 또는 안전회의 등이 있다.

명(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신장애자 및 노숙자
의 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설보완

3) 분석

은 물론 일요일·금요일 점심시간대에 보다 강화된 승객 감

이렇게 해서 발견된 사실 즉 안전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불

시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요소를 밑바탕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 및 간접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정확한 원인조사를 해야 한다. 분
석은 현장조사 결과의 분석, 사고기록, 환경조건의 분석 및 작

Ⅲ. 안전대책

업공정의 분석, 교육과 훈련의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고가 발생된 것을 살펴보면 모든 사고는 불안전한 물리적 조

4) 시정방법의 선정

건과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나타나

분석을 통해 가려낸 원인을 토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해야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대책의 기본원리란 사

한다. 개선 방안에는 기술적인 개선, 인사조정, 교육 및 훈련의

고의 본질을 알고 그 예방책을 찾아내고 적절한 예방법을 적용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규정 및 수칙의 개선과 이행 독려의 체

하는 것이다. 안전사고를 잘못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고가

계강화 등이 있다.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5) 시정책의 적용

그러나 안전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인

예방을 위한 시정책은 3E로 완성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즉 교육

간의 행동과 물리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

(Education), 기술(Engineering), 독려(Enforc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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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법의 선정시 나타난 교육과 훈련의 미비점을 개선한 다

사고방지를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철도 및 지하철 운영기관

음, 조직원 전원이 안전법규와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해

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체계와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야 한다.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 상호간의 정보교류
와 협력방안을 강구하면서 각종 교육 및 사고예방 자료는 물론

2. 사고방지의 조건

각 기관별 축적된 노하우까지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사고방지의 5단계를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또한, 지하철 운영과 관련, 신장비, 신기술 도입시에는 될 수 있

과 같은 조건들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으면 형식을 통일시켜 표준화 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사용자나 보수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 후

1)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노력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표준화라는 것을 획일화,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기본 목표는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

기술발전의 저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표준

에 색출·제거하여 사고요인을 뿌리에서부터 차단시키도록 발본

화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도시철도의 성능, 안

색원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과 지시, 안전

전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적인 표준을 제시함으

수칙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로서 기술투자의 중복을 방지하여 기술 집중화를 통한 기반기
술의 확립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의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과정을 개인결함

호환성 확보를 통한 유지보수의 효율성 확대로 인해 궁극적으

(무지, 미숙, 태도, 심리), 불안전한 행동과 시설·장비, 사고 및

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해발생(인적, 물적결함)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고
발생 원인 형성을 동시에 차단하는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안전에 대한 투자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계속적인 업무로 인해 누구나 감시 또는

지하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막대하고 또한

지휘가 없으면“이렇게 해도 괜찮다”
는 식의 타성적 취급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체계적

빠질 우려와 함께 이러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

이고 효율적인 선행투자가 사고 발생시에 막대한 경제·사회적

므로 주기적으로, 실제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

손실을 경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하고,
서울 지하철은 개통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 설비가 낡고
또한, 과거와 달리 지하철의 기기나 시스템이 양적 및 질적으로

재투자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 시설의 교체, 보수와 사회적

모두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이에 동반되는 불신뢰나 불안전

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스크린도어등과 같이 새로운 안전설비

한 요인이 증가하게 되어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요인을 파악하

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이후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안전기준이나 시민의 안전의식이 모두 높아져서 안전에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신뢰성, 안전성의

대한 투자의 확대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와같은 상황 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시설 개

할 것이다.

선을 위해서 자체 운임인상 등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
로 한계가 있으므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대책(확대)이나

2) 정보공유 및 표준화

중앙 정부의 지원이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다.
2005.05+06 47

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 위험도 평가 기반의 철도안전관리 선진사례 및 기술동향

테마5

위험도 평가 기반의
철도안전관리 선진사례 및
기술동향

왕종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상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주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연구시험센터
철도안전연구시험센터
철도안전연구시험센터
철도안전연구시험센터

안전기술연구팀
안전기술연구팀
안전기술연구팀
안전기술연구팀

선임연구원 (jbwang@krri.re.kr)
선임연구원 (cwpark@krri.re.kr)
선임연구원 (slkwak@krri.re.kr)
선임연구원 (jnpark@krri.re.kr)

Ⅰ. 서론
철도는 차량, 궤도, 전기, 신호 및 운영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는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철도와 같은 복합시스템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진 철도
운영국, 원자력 및 항공 산업 등에서는 위험원(hazard) 분석 및 위험도(risk) 평가를 수행
하여, 안전개선 투자효과를 활용한 정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안전관리
계획(System Safety Plan)을 운영 중이다.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는 국가별 특성이 반
영되어 있어, 국내에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 안전관리와 기술기반을 선진 철도운영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기술적·사회
적 안전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스템의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국가적인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 모델을 소개하고, 선진 철도운영국의 철도안전관리
를 설펴 봄으로써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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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도 기반의 철도안전관리
철도 시스템을 운영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인명을 해치지 않는
“시스템 안전”
을 확보하는“안전성의 실현”
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상(event)
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들 위험요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도를 관리하는 것이 시스템 안전관리 활동의 핵심이 된다.
<그림 1>은 위험도 기반의 선진안전관리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특징으로는 ① 시스
템엔지니어링 개념을 활용한 안전관리, ② 전수명주기(설계-제작-시험-운행-유지보수)
별 안전관리, ③ 사고원인별 위험도 예측 및 위험저감 방안 마련, ④ 정기적인 위험도 평
가와 시스템 도입/변경 시 위험도 평가수행, ⑤ 활용가능한 모든 사고/장애 자료의 활용
(안전관리정보지원), ⑥ 전문가 경험의 문서화 및 체계적 반영(사고시나리오, 인적요인분
석), ⑦ 정량적인 안전개선 효과 및 안전투자 운선순위 결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운영관리 사고자료

안전승인 권한 당국

국가안전 정보 DB

위험평가 경향분석

위험예측 안전경고

안전대책 개선권고

<그림 1> 위험도 기반의 시스템 안전관리 활동

특히, 선진 철도운영국은 사고/장애 이력자료와 안전규정/기준 등의 관련 자료 분석을 통
해 사고 유형과 원인의 규명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표준의 사고분류 체계 구축과 사고/
장애 분류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철도 사고보고/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위험요인을 규
명하고, 위험요인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고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는 예방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Ⅲ. 각국의 철도 안전성능 목표 수립 및 안전관리 전략
1. 스웨덴 철도의 교통종합 안전목표
스웨덴에서는 수송 중 사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안전성 높은 철도의 이
용증가에 따른 전체 교통안전성 향상”
이라는 교통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합리
적으로 이행 시에는 철도수송 분담 증가에 의해 전체 교통사고의 사상자가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1km 이동 시 승객 10억 명당 5명 사망 경감 및 175명
부상 경감”
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철도의 안전성이 다른 육상 교통수단보다 월등하여 사람들이 안전한 철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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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들면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의 수송시장 점유율이 높아
지면 전체 교통안전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철도감독국(Swedish
Railway Inspectorate)의 업무목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철도교통을 유지
하는 것이며, 주요 임무중의 하나가 중대사고와 위험상황의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이다.

<표 1> 스웨덴 철도의 운영목표

대상분야

운영목표
철도주요 마일리지의 200년 비교 증가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시스템

철도시스템 이용 가능한 장애인과 특별요구 집단 증가
주 소유 철도망 활용 개선 노력
주간선 및 지선의 열차지연 감소
궤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의 화물교통 왜곡건수 1/2감소 (2007년)

고품질 수송

국내 단일상품교통의 궤도부분에 대한 축부하 한계 증가 (22.5ton
에서 2007년 25톤으로)
주 소유 철도망 유지보수 효율성 증가 및 궤도조건 정당화

안전 교통

건전한 환경

철도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감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철도안전 수준 노력
주 소유 철도망에 대한 열차 km당 에너지 소비 감소
궤도부분 부정적 충격의 감소

2. 영국 철도의 안전목표 및 위험관리 전략
백년이상의 철도 운영 경험과 그 동안 축적된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RSSB(Railway
Safety and Standard Board)에서는 철도시스템의 잠재 사고를 크게, 열차사고, 이동중
사고, 비이동사고로 분류하고 각각을 다시 세분하여 총 98가지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하
고 있다. 그리고 사고유형 별로 기반구조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 모델을 구축
하여 초래될 수 있는 치명적 사건(critical event) 또는 잠재위험요소(hazard)를 파악하
고, 치명적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causal analysis)과 결과분석(consequence analysis)
을 수행하고 있다.
열차사고는 발생빈도는 작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다수의 인명이 사망할 수 있는 <표
2>와 같은 24 가지의 분류로 구성되며, 주로 열차간 충돌, 열차-기타 차량과의 충돌, 열
차 탈선, 열차 화재, 열차 폭발 등의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동사고는 주행열차로부터
승객이 추락하거나 승객이 승강장에서 추락하여 열차와 충돌하는 사건 등의 열차 또는
그 밖의 이동 물체와 사람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한 사고들로 총 32개의 분류를 하고 있
다. 이동사고는 발생빈도는 크지만 인명 피해는 사고에 관련된 개인에게 국한되므로 손
실의 크기는 비교적 작다. 비이동 사고는 열차사고 및 이동사고 외의 철도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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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및 사상사고(공중, 직무, 여객)를 의미하며, 총 42개
의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영국의 열차사고 위험분류

위험분류번호

위험사건 내용

HET

1

승객열차간 충돌

HET

2

승객열차-비승객열차간 충돌

사고유형

HET

3

비승객열차간 충돌

HET

4

선로상의 물체와 충돌(탈선은 안됨)

HET

5

큰물체와의 충돌로 차체가 손상됨

HET

6

정거장내에서의 승객열차간 충돌(permissive working)

HET

7

정거장내에서의 승객열차-비승객열차간 충돌

HET

8

정거장내에서의 비승객열차간 충돌

HET

9

buffer stop 상태에서의 충돌

HET

10

건널목에서의 차량-승객열차간 충돌

HET

11

건널목에서의 차량-비승객열차간 충돌

HET

12

승객열차 탈선

HET

13

비승객열차 탈선

HET

14

정거장에서의 승객열차 탈선

HET

15

정거장에서의 비승객열차 탈선

HET

16

비정상적 급감속, 가속

HET

17

정거장에서의 승객열차 화재

HET

18

승객열차 화재

HET

19

정거장에서의 화물열차 화재

HET

20

화물열차 화재

HET

21

구조물 또는 큰물체에 의한 열차 파손

HET

22

정거장에서의 구조물 붕괴

HET

23

승객열차에서의 폭발

HET

24

화물열차에서의 폭발

충돌사고

충돌사고
건널목사고
(차량충돌)

탈선사고

열차화재

설비사고

폭발사고

한편, 전체 철도시스템의 허용 위험도의 판단은 사고위험분류에 따라 안전목표에서 설정
한 허용가능한 위험도(THR, Tolerable Hazard Rate)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
다. <표 3>은 영국에서 사용 중인 개인 위험도 기준의 연간 허용 가능한 위험도의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영국 Railway Group의 개인 위험도 기준의 연간 허용 가능한 위험도(단위 : EI)

대상

하한

상한

목표

승객

1.00E-06

1.00E-4

7.47E-5(2009년 목표)

직무

1.00E-06

1.00E-3

5.00E-5(2004년 목표)

공중

1*

100*

0.7*

주) *: 연간 백만 명당 등가사망자수(EI, Equivalent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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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개인 위험도 기준(individual risk criteria)”
은 연간 개인이 사고를 경험할 비
율을 의미하며, 연간 등가사망자수(EI, Equivalent Injury)로 표현된다. 위험도를 활용한
안전목표 설정 시 사망, 중상, 경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립하기 보다는 중상자 및 경상
자를 사망자로 환산하여 설정하는 것이 효율이므로, 식(1)의 EI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등가사망자수(EI) = 사망자수 + (1/a)×중상자수 + (1/b)×경상자수

(1)

식(1)의 환산지수 a와 b는 국가별, 운영사별로 상이하며, <표 4>는 영국을 포함하여 운영
사별로 사용 중인 등가사망자의 환산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운영기관별 중상자 및 경상자의 등가사망자 환산지수

국가

운영 기관

a

b

영국

Railway Group

10

200

아일랜드

IE

10

200

영국

London Underground

10

100

홍콩

MTRC

10

100

싱가폴

Land Transport Authority

9.1

100

영국에서 사용 중인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칙은 안전의 척도
를 비용과 손실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평가를 위해서 모든 손실은 금전적 가치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VPF(value of preventing a fatality) 지수에 반영되어 있으
며, 백만 파운드의 단위로 표현된다. 여기서, VPF는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한 명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단의 투자비용을 의미하며, 현재 안전성능평가보고서에서는 VPF를
￡1.24M에서 ￡3.46M사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VPF는 합리적 실행
(reasonably practicable)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
되고 있다.
영국의 철도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매년 안전성능평가보고서(RGSP, Railway Group
Safety Plan)를 발행하고 있다. 2002/2003년 안전성능평가보고서의 사례에서 안전관리
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5가지 주요 군으로 정의된 연간 안전성능 목표 설정
- 위험도 관리전략, 치명적 위험도, 승객 안전 및 보안, 공중안전 그리고 근로자 안전
- 목표는 수치적인 목표 또는 정량화할 수 없는 것은 특별 항목 중 하나로서 표현
○ 연속적인 장기 달성목표 설정 : 2004년 3월에서 2009년 3월까지 달성
- 근로자 안전에 대해 연간 사망목표를“0”
로 하는 것
○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핵심 행동의 특정화

우선 아래 <표 5>의 목표대비 성능요약을 살펴보면, 5개 주요 영역에 대한 안전목표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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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이들 목표에 대한 달성도 진행은 14가지의 구별된 수치적 지수를
통해 모니터링 되며, 이들 중 7가지는 2009년에 달성되고 3가지는 2004년에 달성된다.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59가지의 핵심 조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
성적인 것으로 한다.

<표 5> 영국의 철도안전 목표 대비 성능 요약(2003/2004년)

분야

위험도
관리전략

치명적
위험도

목표

0.507

0.461

0.3

R.G이 직접 제어하는 위험도에 대해
2009년 열차 백만 마일 당 0.1이내의
사고등가사망도 달성

백만 열차 마일당 등가 사망자 수

0.29

0.29

0.1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
사건을 더욱 감소시키는 수단을
2002/03기간 동안 보충

열차사고 전조지수 모델

75.5

85.3

68

주행선상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SPAD의 위험도를 2009년에는

위험도 순위

100

47

20

2000/01년 수준 대비 80% 감소

백만 열차 마일당 A범주 SPAD

0.48

0.39

NA

불법칩입선로

68.42

46.42

65.6
(2004 목표)

파손레일

534

445

511

133MPJ당 승객사고 사망도

1.57

1.87

1.0

7.53MPJ당 승객사고 중상도

1.61

1.46

1.0

백만 UK 인구당 공중 사고 사망도

1.09

0.88

0.7

NA

NA

NA

4

5

0

750 선로직원 당 선로직원 중상

2.14

2.27

1.0

기간대비 직원 폭행

192

238

173
(2004
목표)

불법침입 선로수를 2004년 3월까지

궤도 조합체의 개선과 열차에 위험을
초래하는 궤도 결함 수 감소를 위한
공동협력
승객사망 위험도를 2009년까지 년간

안전/보안

2001/02 현황 2002/03 현황 2009 목표

백만 열차 마일당 등가 사망자 수

2000/01년 대비 10% 감소 조치 지속

승객

척도

2009년 열차 백만 마일 당
0.3이내의 사고등가사망도 달성

133백만 승객 여행지 수 당 1이내의 보장
승객중상 위험도를 2009년까지 년간
7.53백만 승객 여행지 수당 1이내의 보장

공중
안전

공중사망 위험도를 2009년까지 백만
UK 인구당 0.7 이내로 보장
모든 이용자-작동 건널목은 표준방법을
적용한 위험도 평가하여 필요한 개소에
타당하게 실제적인 제어장치를 도입
2002/03년 동안 Railtrack 제어 기반
시설 및 역사에서 어떤 작업자 사고
사망도 없도록 보장

근로자

2009년 까지 Railtrack 제어 기반시설
및 역사에서 어떤 작업자 그룹에 대한

안전

사고중상의 위험도를 750인당 1이하로
보장
2004년 3월까지 Railtrack 제어 기반
시설 및 역사에서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2002 4월 대비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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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SNCF의 위험관리 전략
프랑스 SNCF에서는 사고위험을 아래 3가지 기준으로 정의하여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
○ 사고(accident)나 사건(incident)의 심각성(G) : 사고결과(사망자, 화재 등)에 따라 평가
○ 사고발생 가능성(P) : 고장형태에 따라 계량화
○ 사고발생 횟수(O) : 경험을 토대로 한 선험적 데이터에 의해 결정
○ 결과적인 사고 위험도는 R = G x P x O라는 공식을 형성
SNCF는 이와 같은 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발생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표 6>과 같이 분류하
였으며, 여기에 운행지장 시간(T)을 4번째 기준으로 추가하여 사고 위험도를 정량화한다.
아래 <표 7>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SNCF의 사고 유형별 위험도 관리 및 정량평가 사례를
나타낸다.

<표 6> SNCF의 사고 위험도 수준 구분

적용 수치

2

4

6

심각성(G)

열차운행의 부분 차단

부상자 및 열차운행 차단

사망자, 화재 등

사고발생 가능성(P)

낮음

중간

높음

사고발생 횟수(O)

1년에 1회 미만

최대 1개월에 1회

최대 1주에 1회

운행지장 시간(T)

2시간미만

2시간 이상 24시간미만

24시간 이상

<표 7> SNCF의 사고 유형별 위험도 관리 및 정량평가 사례

G

P

O

T

R
(위험도)

평면 건널목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

4

6

6

2

288

강설

4

4

4

4

탈선

4

4

4

사고 유형

G

P

O

T

R
(위험도)

전차선 고장

4

2

4

4

128

256

홍수

4

2

2

6

96

4

256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6

2

2

4

96

사고 유형

인명사고

6

4

4

2

192

열차의 구원이 필요한 사고

2

4

6

2

96

사망자 1인 및 자살(여행자, 민간인)관련 사고

6

4

4

2

192

화재

6

2

2

4

96

위험물 관련 사고

6

2

4

4

192

핵물질 관련 사고

6

2

2

4

96

자연재해

6

2

2

6

144

동물 사상 사고

2

4

4

2

64

지진

6

2

2

6

144

축상 발열에 의한 차축 파손사고

2

2

4

4

64

사태(눈사태, 산사태 등)

6

2

2

6

144

시위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4

2

2

4

64

터널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탈선, 충돌, 화재 등)

6

2

2

6

144

폭탄 경보

6

2

2

2

48

교량 위에서 발생한 사고(탈선, 충돌, 화재 등)

6

2

2

6

144

강풍

2

2

2

4

32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4

4

4

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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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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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경험의 문서화 및 체계적 반영(사고시나리오, 인적요인분석)
○ 정량적인 안전개선 효과 및 안전투자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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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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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지 특별기고, 2003
년 2월, 제 6권 4호, pp. 11-18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사고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연구”
,
2003
[4] Health & Safety Executive,“Railway
Regulations 2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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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철도 산업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사고장애의 발생빈도와 사고 심각도에 따
른 국가적인 철도안적목표의 수립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실시와 안전개선 활
동을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ail defect risk management", proc.
of WCRR 2003, U.K. pp. 699-707,
2003
[6] Network Rail, "Network Rail's

○ 국내 실정을 고려한 각종 안전기준의 효율적 작성 및 실행기반 구축

Railway Safety Case, version 6",

○ 사고원인별/결과별 위험도의 중요도에 따른 안전투자, 투자효과 산출 가능

2004

○ 위험도 수치는 변환 없이 타국과, 타산업과 직접비교 가능
○ 자료가 부족한 중대사고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확률론적 평가기법, 위험도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활용, 전문가의 조언, 누적된 철도사고/장애 자료를 활용하여 중대사고 평가
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7] Railtrack, "Profile of Safety Risk on
Railtrack

PLC-Controlled

Infrastructure", Railway Safety
Issue, SP-RSK-3.1.3.11, 2001
[8] RSSB, "Railway Safety working for a
safer railway", SP-RSK-3.1.3.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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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S. DOT, Faderal Transit
Administration, "Hazard Analysis
Guidelines for Transi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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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port, J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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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하 역사 화재 사고(1987), 동경 지하철 충돌 사고(2000) 등은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준 사례이다. 국내에서

산업 시스템이 대형화 할수록 사고의 결과도 막대한 피해로 나타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무려 200여명의 사망자와 150

난다. 미국 드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1979), 인도 보팔시에

여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

있는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 회사의 맹독성 농약 메틸이소시아네

를 초래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트 유출 사고(1984),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러한 대형 시스템의 사고 원인은 상당 부분 인적요인이 개입된

(1986)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시스템의 사고는 그 기여도만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시스템의

이나 피해 규모도 엄청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

오작동과 운전원의 오판에 의한 결과로 초래된 사고이며, 대구

였다.

지하철 화재 사고 역시 사고에 대처하는 인적 요소의 부적절한

철도 시스템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시스템

행위로 인해 확대된 사고로 볼 수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

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공중에 직접적으로 피해

년까지 5개년 간 철도청에서 조사한 철도사고 발생현황에서[1] 보

를 입힌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본 효고현 열차 탈선 사고와 더불

더라도 열차사고의 경우 총 25건 중 80%에 달하는 20건이 취급

어 아제르바이젠 지하철 화재 사고(1995), 영국의 킹스크로스 지

부주의와 같은 인적요인이 개입된 사건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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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요소의 개입이 없는 철도 시스템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인

은 직무 수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직무 수행

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고, 언제라도 대형 참

에 필요한 도구, 훈련 및 교육 정도, 주변과의 상호 작용 방식 등

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모두 이들의 사용자 또는 감

더욱이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화와 정보화가

독자 역할을 하는 인간 요소의 직무 수행도를 결정하는 독립 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으므로, 인간 요소의 개입 방식도 수동 조

수로 작용한다. 이들 독립 변수가 실제로 공학적 문제가 일어나

작과 같은 신체적 개입 방식에서 정보 처리,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는 곳이며,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등과 같은 정신적 개입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인적 오류의

철도의 안전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 시스템의 열차

방지 및 평가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운전에 관련된 인간 공학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산업계는 이미 인적 요인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인간 공학
의 제반 원리 및 기술 적용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

o 열차 운전실 인간기계연계(제어기, 표시기, 통신설비 등 포함)

다. 이에 비하여 철도 산업계는 금번 효고현 열차 탈선 사고에서

o 열차 종합 사령실 및 통신 방법

본 바와 같이 효율성 및 경제성이 중요하나, 사고 방지 측면에서

o 선로 신호체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적 요인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가 아주

o 기관사 자격 요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 기관사 훈련 요건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 공학이 무엇이고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인간 공학이 어느 곳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2. 시스템의 분석

지를 타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인간 공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공학의 한 영역이므로

자 한다.

기계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여타 공학과는 달리 시스템
의 목적, 기능, 인간의 개입 방법 및 개입 내용(직무) 등의 측면에
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특히, 라스므센은“시스템을 목
적, 추상적 기능, 일반적 기능, 물리적 방법, 물리적 형태 등 다섯

Ⅱ. 철도 시스템에서 인간 공학

단계의 추상화 계층에 따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하
고 있고[3], 이는 인간 개입의 인지적 측면에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1. 인간 공학과 적용 대상

근간이 되고 있다.

인간 공학은“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과정”
이며, 접근

인간 공학적 타당성을 갖춘 철도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은 곧

방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인간이 만들어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철도 시스템을 목적, 기능, 개입 환경, 개입 내용 및 전략 등의 상

기구, 환경을 구현하는데 인간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적절한

호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한다는 의미에 다름

[2]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인간 공

아니다. 또한 인지적 측면의 개입 내용에 대한 분석도 철도 시스

학은 인간 중심의 설계를 실현하고자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템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이에 근거한 시스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기계 시스템에서의 공학적 문제를 다

의 구현은 결국 안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룬다. 인간 공학은 시스템 공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학적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인간-기계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3. 인간-기계 연계 구현

인 이해와 분석에 근거한다.

대형 시스템은 대부분 인간이 기계와 상호 작용 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도 시스템은 인간 요소가 열차의 운행

중간에 인간-기계 연계(MMI : Man-Machine Interface)를 두

에서부터 유지 보수 업무까지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있는 전형적

고 있다. 철도 시스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관사는 열차의 운전

인 인간-기계 시스템이다. 이들이 개입하고 있는 업무 수행 환경

실에 제공되는 각종 제어기 및 정보 표시기를 통하여 열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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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이해하고 제어한다. 인간-기계 연계는 기관사의 직접적인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이지만 사고는 한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행위(제어 및 감시) 대상이므로 이의 설계는 내용에 따라 사용의

경우는 드물며 수많은 주변 요소와 인지되지 않은 실수의 반복적

편이성뿐만 아니라 인적 오류의 유발 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

인 요인이 복합된 것이다. 요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별로 중요

인지적 측면의 시스템 이해와 여러 인간 공학 설계 지침들은 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다 좋은 인간-기계 연계 설비, 즉 복잡하지 않고, 배우기 쉬우

결국은 <그림 2>와 같이 사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사고의 연

며, 오류의 유발 가능성을 적게 하는 인간-기계 연계를 가능하

결 고리(chain of errors) 라고 부르는데, 사고 예방이란 이러한

게 한다.

실수나 결함으로 연결된 고리가 완성되기 전에 그와 같은 요인들
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을 하는

4. 인적 오류

것이다.

인적 오류의 정의는 인간이 명시된 정확도, 순서, 혹은 정해진 시
간 안에 지정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림 1>의 정보 처리

사고의(연결고리
피할(수(없는(지점

과정에서 한 단계만 무너져도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된다. 인간의
직무 수행 행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작업 환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성하는 많은 인자들, 예를 들면 정보의 양과 같
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
적,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지루함, 소음, 조직 구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고예방점

이러한 인적 오류 형성 인자 (ESF: Error Shaping Factors)는 인

<그림 2> 사고의 연결 고리[6]

간의 세 가지 직무수행 형태인 SRK(Skill-based behavior,
Rull-based behavior, Knowledge-based behavior) 프레임워
크의 각 계층에 따라 분류하며 인적 오류의 유발 원인을 분석하
[4]

5. 훈련

는데 기여한다 .

일반적으로 훈련이라 함은 열차 시스템의 단편적인 기능, 구조,

기관사의 작업 환경 구현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직무

목적 등의 숙지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의 운전 절차, 대처 규

수행 형태를 SRK 체계 내에서 이해하고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정 등과 같은 보다 상위 수준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넓은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을

개념의 연습을 의미한다. 훈련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

포함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처 연습도 포함해야 하며 난이도 높은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많
은 연습을 하여야 한다. 여러 상황을 많이 경험한 운전원이 그렇
지 못한 운전원보다 정신적인 부하가 높은 상태에서도 훨씬 좋은

정보기관(학습내용)

직무 수행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공학의 체계적인 분석 활동을 통하여 기관사가 숙지하여야
할 훈련 요건을 분석하고 개발하여 이를 교육 훈련함으로써 직무

정보
입력

감지
(정보수용)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기능
(행동제어)

출력

수행도를 제고할 수 있다. 훈련은 보통 실제 작업 환경과 똑 같은
(충실도가 높은) 모의 장치를 사용하여야 효과적인 연습을 기할
수 있으므로 훈련용 모의 장치는 최소한 다음의 기준[7]을 충족하

<그림 1> 인간-기계 통합 체계의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의 유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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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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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간-기계 연계의 완전성(completeness)
b. 인간-기계 연계의 물리적 충실성(fidelity)
c. 인간-기계 연계의 기능적 충실성

<표 1> 인간 공학 검토 모델 구성 요소[8]
업무단계

세부업무

계획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

d. 직무 수행 환경의 충실성

운전경험 검토

e. 데이터 완전성의 충실성
f. 데이터 내용의 충실성

직무분석
운전조 구성 및 자격분석
인적신뢰도 분석

세부업무
인간기계연계 설계

설계

기능요건분석 및 할당
분석

g. 데이터 동태(dynamic)의 충실성

Ⅲ. 인간 공학의 체계적 접근 방법

업무단계

운전절차서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

확인/검증
이행/운영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설계 이행
운전원 수행도 감시

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분석 업무는“운전경험검토”
,“기능 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
,“직

앞 절에서는 철도 시스템에서 인간 공학이 기여해야할 제반 사항

무 분석”
,“운전조 구성 및 자격 요건 분석”
,“인적 신뢰도 분석”

을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타 산업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설계 업무의 입력으로

해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체계적 접근 방법에 대해 기

직접 활용된다. 운전 경험 검토에선 기존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술한다.

현 설계에서 해결되었음을 확인도록 하는 것으로 선행 발전소나
유사 발전소의 운전 경험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분석 단계에서

1. 인간 공학 설계 절차

기능 요건 분석 및 기능 할당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
을 위하여 운전원이 해야 할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

인간 공학의 제반 원리 및 기술을 설계에 체계적으로 잘 반영하

무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운전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고 있는 산업 분야중의 하나는 원자력 산업계이다. 인적 요인에

기술, 능력을 파악한다. 이 직무 분석 단계에서 인적 신뢰도 평가

의한 재앙을 맨 먼저 경험한 미국은 제어실에 대한 상세 검토 지

를 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

침을 즉각 수립하고, 그 즉시 가동 중인 전 발전소의 제어실에 대

과 메카니즘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여 상세한 인간 공학적 설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

설계 업무는“인간-기계 연계 설계”
,“운전 절차서 개발”
,“훈련

과 수많은 인간 공학적 설계 결함 사항이 드러났으며 이를 신속

프로그램 개발”등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석 단계에서 나

히 개선함으로써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온 설계 요건과 인간 공학의 제반 지침을 근거로 수행한다. 인간-

낮출 수 있었다.

기계 연계 설계는 운전원의 업무 수행 환경 설계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으로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인간-기계 연계

절차서 개발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검증된 절차서 개발을

설비 개선과 새로운 발전소의 인간-기계 연계 설비 설계에 대한

위해 인간 공학 원칙과 기준이 적용된다,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인간 공학 설계 검토 모델을 개발하고 <표 1>과 같이 인허가 신청

서는 운전원의 지식 및 기술 요건의 평가와 인간 공학 원리 및 관

자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의 훈련 이행을 수립했는가를 확인

신청자가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인간 공학의 제반

한다.

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업무 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확인 및 검증 절차는 설계가 인간 공학 원칙에 부합되었는가? 성

야 한다. 분석, 설계, 확인 및 검증, 이행 및 운전의 업무 단계를

공적인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등을 판단하기

포함하고, 이를 수행할 인간 공학 설계팀과 이들이 산출한 결과

위한 절차이다. 이행 및 운전 업무 단계는 현장 설치부터 발전소

물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독립 검토팀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내

전 수명 주기 동안에 하는 인간 공학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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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1

테마2

테마3

테마4

테마5 - 철도안전과 인간공학

철도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적인 인간 공학 접근 방법을 개

이와 같은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철도 환경과 실

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철도 시스템

정에 적합한 인적 오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국

의 열차의 운전실, 사령실 등을 포함하는 인간-기계 연계의 설계

내 철도 사고에 내포된 인적 요인을 투명하게 분석 및 규명하고,

에 이와 같은 체계적인 인간 공학 설계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설비 개선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면

여야 한다.

철도의 안전성을 상당 수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적 오류 관리 기법

3. 훈련용 시뮬레이터 및 통합 시험 설비의 개발

대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를 동반하기

원자력 산업계는 인적 요인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효율적인 교육 훈련 체계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지적 수준을 동시

가 많다. 이로 인해 사고의 진정한 원인,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조

에 향상시킬 수 있는 모의 교육 훈련 체계(training simulator) 임

사가 불가능하여 예방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전파할 수

을 인식하고 1980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모의 교육 훈련 체계를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연방 항공청은 사고가 일어날 뻔한 아

개발하여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는 모의 시뮬레이션

차사례(near miss)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체계를 내장하고 다양한 비정상적 돌발적 운전 사고 시나리오 상

관련자들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항공 안전 보고 시스템(ASRS:

황을 연출하여, 작업자가 이들 시나리오에 반응하여 운전 감시와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을 개발하였다.

사고 수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관측, 기록, 분석하는 설비인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

KAERI-ITF(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담당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른

Integrated Test Facility)를 개발하였다.

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들도 이 시스템을 모태로, 또는 독자적으로 보고 시스템을 설
립·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 안전 비밀 보고 제도(ICASS)라

원자력발전소 시스템
Task(운전/보수)

사건/사고

는 이름으로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항공 안전 보고 제도의

인적행위

평가

정보 교환과 향후 발전 방향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 : 미국 원전 운영자 협회)가 주도하여 ASRS를 모태로
원전 운전원 및 정비 요원들에 의한 인적 실수 방지를 목적으로

교육/훈련
원인 및
유형분석

1981년 HPES(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를
시스템의 설계개선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발된 HPES도 ASRS의 기본적인 운
영 정신을 채택하여 자발적인 보고 체계, 보고자에 대한 신원 보
장, 보고자에 대한 징계 불허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림 3> K-HPES 의 운영구조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는 이미 1990년 중반에 원자력 산업계에서
K-HPES ( Korea -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를 개발하여 현장 작업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사고

이 설비는 동적 특성 모의 엔진 (HMS: Human Machine

를 분석하여 인적 오류의 유형과 인적 요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

Simulator), VDU (Visual Display Unit) 기반 운전 및 감시를 위

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인적 오류 분석 및 보고 체계를

한 인간-기계 연계 장치, 운전 작업자의 시선 추적 장치(eye

[9]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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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system), 심전도 측정, 정신 부하 측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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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etry, 작업자의 대화 내용과 거동 기록/재생을 위한
audio/video control system, 수집자료 분석을 위한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및 멀티미디어 연
동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요인 실험 설비 구축 경험과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술은 철도
사고의 인적 요인 종합실험을 위한 통합 실험 설비 구축에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종사자에게 다수의 인적 요인을 의도적으
로 결합시켜 가상의 사고를 유발시키고 이에 반응하는 작업자의
행위를 관측 및 평가하는 인적 요인 통합 실험 설비를 구축함으
로써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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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인적 요인이 개입된 대형 시스템의 사고는 초래된 결과에 비례하
여 인간 요소에 대한 공학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인간의 개
입이 배재된 철도 시스템의 운영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
측되므로 시스템의 전체 구성 요소 중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인
간 요소는 여전히 시스템 전체의 수행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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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NS 3.5-1998,“Nuclear Power Plant Simulators for
Use in Operator Training”
, American Nuclear Society, 1998.
[8] NUREG-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Review Model,
NRC, Rev.2, 2004.
[9] 전력연-단167, 원자력발전소 인적행위개선시스템(K-HPES)개발
(II), KEPRI, 1998.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미리 경험한 바 있는 원자
력 산업계는 체계적으로 인간 공학의 제반 원리를 시스템을 구성
하는 요소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80
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의 연구를 수행하여 1990년대 후반에 인
적 오류 분석 체계, 훈련용 시뮬레이터, 인간 공학 통합 실험 설비
를 완성함으로써 인적 요인에 기인한 사고 저감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시켰다. 이와 같은 인적 오류 방지를 위한 경험과
기술을 시스템 환경이 분산된 철도 시스템에 적용하여, 인적 요
인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또는 저감
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 운행을 요망하
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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