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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of railway and cope with the factors to threat technical and social

safety, we need to establish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hazards and

assessment of risk for railway system. So we have to conduct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first to understand weak points and factors to possibly threat safety using analysis of related data

such as past accident/incident data and safety regula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s of hazards/causes

of railway accident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led types/dangerous events/causes of risks/factors

of risks from hazard log developed based on railway accident classification and hazards of railway

accident. PHA model for domestic railway system will be used in risk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of railway accident.

서론1.

철도 안전관리와 기술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기술적 사회적 안전 위협요소에 대응, ･
하기 위하여 철도시스템 위험 분석 및 위험도 평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적(Hazard) (Risk)

인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철도의 위험관리는 우선 사고 장애 이력. /

자료와 안전규정 기준 등의 관련 자료 분석과 철도사고 위험 원인 분류기준을 통하여 철도사고를/ /

유발할 수 있는 취약요인과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본위험분석 이 선행되어야(PHA)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고 장애 이력자료와 안전규정 기준 등의 관련 자료 분석을/ /

통해 도출된 철도 사고분류와 철도사고 위험요인을 통하여 개발된 철도사고 위험목록(hazard

을 통하여 기본위험분석 의 철도사고의 형식 위험사건log) ,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 /

위험원인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위험사건 별 안전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장에는 예비위험분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장에서는 예비위험분석2 , 3

에서 철도시스템의 위험조건과 위험사건을 정의하며 제 장에서는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 4

된 기본위험분석 모델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5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회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회원,



예비위험분석2.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현재 제안되고 있는 많은 국제안전규격들의 첫 번째 특징은 위험도 평가 에(risk assessment)

토대를 한 안전성 입증에 있다 가이드 에 규정된 안전의 기본 개념은 위험도 평가를. ISO/IEC 51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은 가이드 에 표시된 안전성 평가의 순서를 나타낸다 설비 혹은 시. 1 51 .

스템은 의도된 사용방법 외에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류사용을 배려하여 위험원 을(hazard)

판별하고 위험도의 크기를 어림잡아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만약 허용가,

능하지 않으면 위험성 저감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히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일 때.

를 안전하다고 정의한다.

그림 위험도 평가 절차1.

예비위험분석은 그림 에서 위험원판별 및 위험도 평가 단계의 예비평가 단계에서 사용되는1

분석방법으로써 시스템 위험분석의 초기단계에 핵심 안전위험 부분을 확인하고 위험조건의 초, ,

기 평가와 필요한 위험조건 관리 및 후속 조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일반적인 예비위험.

분석의 절차 및 방법은 그림 와 같다2 .

입력자료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가능한 사건들의 리스트･
시스템 연구의 경계 규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의 정의･
위험조건의 심각도 수준 정의(gravity)･
시스템에 대한 설명･
시스템의 기능 흐름도- (Functional Flow Diagram)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제품분해구조- (Product Breakdown Structure: PBS)

⇩

예비위험 분석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가능한 사건들 중에서 하나의 잠재적 사①
건을 선택
수명주기에 따른 잠재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 조사②
잠재적 사고를 일으키는 모든 불안전 사건의 규정③
불안전 사건의 기술④
각 불안전 사건과 관련된 영향의 규정⑤
각 불안전 사건과 일치하는 위험수준의 평가⑥
안전기준의 정의⑦
각 불안전 사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거나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 ,
는 대책에 관한 제안
안전대책의 수행 후에 기대되는 빈도 수준의 평가⑧

⇩
출력자료

불안전 사건들의 리스트와 관련된 위험조건의 심각도 수준과 발생빈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의 리스트･
각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의 정의･

그림 예비위험분석 단계 및 절차2.

위험조건과 위험사건의 정의3.

그림 의 예비위험분석에서 위험조건의 확인과 평가는 위험조건의 중요성 위험조건 확률 및2 ,

운용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까지 관련된 위험을 줄이거나,



위험조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 및 대안들이 포함하며 철도시스템에서 일반적으,

로 고려되는 위험조건은 표 과 같다1 .

표 철도시스템 수명주기 및 기술특성상의 제반 위험조건1.

위험부품1.

기체 액체 고체상태 인화성 물질a) / /
레이저b)
폭발물c)
질식 중독 부식 유발 물질d) , ,
고온 또는 저온 유체e)
위험 건설자재f)
압력시스템g)
전원h)
이온화 또는 반이온화 방사원i)
수력 도르래 또는 회전기계j) ,
회전 또는 기타 기계적 동작에 의한k)
에너지원
배기가스l)
장애물m)
위험한 표면n)
절단면 천공부위o) /

운영3.
위험

실족a)
충격과 진동 지진 포함b) ( )
극고온 저온 극고압 저압 악천후c) / , / ,
소음d)
독성 부식성 물질 등의 노출e) /
화재 폭발f) /
곤충 쥐 곰팡이 등의 설비 손상g) , ,
이물질 먼지h) ,
낙뢰 등 전계 방전i)

j) EMI
이온화 또는 반이온화 방사k)
레이저 포함( )
전원공급 차단 유압시스템 고장l) ,
배기가스m)

인터2.
페이스

재료간 상호적합성a)
b) EMI/EMC
부주의c)
발화 및 화재 폭발 전파d) /

및 제어e) H/W S/W

적대적4.
행위

적대적 행위a)
능동 보호시스템 동작실패b)
수동 보호시스템 비효율성c)
손상 방지d)

교육훈련5.
및 비상절차

평상시 훈련시 전시 운영a) / /
인적오류 고려b)
교육훈련의 효과 신뢰성c) /
건강d)
사용자 실수e)
설비배치 조명 등 인간공학적 요인f) ,
독성물질 소음 및 복사에너지 등의g) ,
노출위험
긴급지원체계h)
충돌안전 탈출 구조 등 생존성i) , ,
복구 및 구원운전j)

설비7.

지원장비a)
교육b)
위험물 저장규정c)
위험물 취급규정d)
위험물 시험규정e)

안전관련8.
장비,
보호수단
및

고장억제
대책

화재 진압 시스템a)
독성 물질 통제b)
전원공급 공조시스템c) ,
개인보호장비d)
환기e)
방음벽f)
경보 및 경고g)

손상제어6.
대책

손상 방지a)
수리b)
위험 억제c)
탈출 구조d) ,

9. Common
mode

방지failure

시스템 이중화 및 분산a)
인터록b)

설계c) fail-safe
시스템10.

안전 지침
및 기준
준수여부

업무종사자의 시스템 숙련도a)
사건 기록 감시b) /
운영자 실수c)
설계 결함d)
관리감독 소홀e)
대체부품 결함f)

로11. S/W
작동되는
전자장치

바이러스a)
보안문제b)

불안전 사건의 확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철도시,

트템의 위험사건은 표 와 같다 표 는2 . 2 위험사건은 개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그 분량이 많아11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으며 나머지 가지에 대한 불안전사건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서6 (2005)

볼 수 있다.

설비의 기능장애 기능 없음 기능 퇴화 시기를 놓친 기능수행위험 요소- : , ,

설비와 관련된 안전 연동 시스템 중복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실패- : , ,

위험 요소 연료 발사 화약 폭발물 유독성 물질 압력 시스템 등- : , , , ,

자재 호환성 전자기적 간섭 부주의한 활동 등- Interfaces : , ,



환경적 제약 진동 극한의 온도 유독성 물질에 노출 등- : , ,

운영과 보전 절차 인간의 오류 등- :

표 철도시스템의 불완전 사건 요소2.

1.
충
돌

차량간 충돌위험1.1
차량과 선로장애물과의 충돌위험1.2
차량과 선로구조물과의 충돌위험1.3
차량과 선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1.4
차량과 선로상 대피자와의 충돌1.5
차량과 선로 불입침입자와의 충돌1.6
차량과 역구내 사람과의 충돌위험1.7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부터 떨어졌거나1.8
치인 사람과의 차 충돌위험2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장1.9
애물과의 출동위험
자동차와 철도시스템구조물간 충돌1.10
사람과 철도시스템 구조물로부터 떨어1.11
진 장애물과의 출동위험
사람과 차량기지에서 이동중인 장비와1.12
의 충돌

3.
폭
발

승객 폭발물 소지3.1
대피 후 폭발물 폭발위험3.2
열차 역사 차량기지에서 장비의 고장 오조3.3 / / /
작으로 인한 폭발위험

4.
추
락

유지보수 작업 중 선로상 추락위험4.1
대피 중 선로 위로 추락위험4.2
열차운행 중 선로 위로 추락위험4.3
불법침입 중 선로 위로 추락위험4.4
역 구내 추락위험 계단 에스컬레이터 플4.5 ( , ,
랫폼)
차량내 추락위험4.6
차량기지 내 추락위험4.7
차량과 플랫폼 사이의 추락위험4.8

5.
감
전

유지보수 작업중 차상 고압 감전5.1
운행 중 차상 고압 감전5.2
유지보수 작업중 선로상 고압 감전5.3
대피 중 선로상 고압 감전5.4
불법침입 중 선로상 고압 감전5.5
유지보수 작업중 역구내 고압 감전5.6
운행 중 역 구내 고압 감전5.7
차량기지 내 고압 감전5.8

2.
탈
선

차량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탈선2.1
선로 이상으로 인한 탈선위험2.2
과속으로 인한 탈선위험2.3
분기기 동작 중 탈선위험2.4
선로 장애물로 인한 탈선위험2.5

기본위험분석 서 작성4. (PHA)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고 장애 이력자료와 안전규정 기준 등의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도/ /

출된 철도 사고분류와 철도사고 위험요인을 통하여 개발된 철도사고 위험목록 을 통(hazard log)

하여 기본위험분석 의 철도사고의 형식과 위험사건을 표 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위험사건별, (PHA) 3 ,

위험원인과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충돌사고에 대해 도출된. 위험원인과 위험요인을 나타내며 전,

체 위험사건에 대한 위험원인과 위험요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을 참고하기 바란다(2005) .

표 예비위험분석의 사고형식 및 위험사건 항목3.

사고형식 위험사건

열차

충돌

사고

여객 열차

화물 열차

위험물 열차

신호지시오류 인적오류( ) 주행선 역구내 입환장, ,

기관사 업무수행불능 제동실패 추진실패  , ,

제어장치결함 차상제어장치고장 지상신호장치고장,

이선진입 분기기 고장 경로설정 오류,

차량분리 구름/ 차량연결 해제 제동풀림,

장애물 충돌 선로 장애물 선로구조물 지장 도로차량 지장 궤도장비 지장, , ,

열차탈선
사고

직선 곡선 분기, ,
차량결함 선로결함 선로장애 자연재해 취급오류 기관사 업무수행 불, , , , ,
가 분기기 고장,

화재 사고 터널 교량 역사, ,
차량화재 동력차 화차 위험물, ,

시설화재

건널목 사고
도로차량 충돌

직전 횡단 차단기 돌파 차단기 우회 차량 정지 차량 지장 안전설비, , , , ,
결함

보행자 충돌 무단횡단

사상사고 여객 공중 직무, , 추락 전도 실족 출입문 끼임 충격 화상 감전 질식 불법행위, / , , , , , ,



표 열차충돌사고의 위험원인과 위험요인4.

사고형식 위험사건 위험원인 위험요인 비고

열차

충돌

사고

여객

화물

위험물

신호

지시

오류

인적(

오류)

주행선

역구내

입환장

기관사 신호미확인 신호위치 신호상태,
곡선지장 수,
목장애 

기관사 신호위반
신호 지시 위반 주의반응/ ,
실패 안전상태 추측,

졸음 주의태,
만

기관사 신호오인 신호착각 이전신호 망각 판독 실패 오판, , /

신호지시 없음
신호지시 미전달 신호기 고,
장 사령 신호원,

잘못된 신호지시
오류신호전달 신호기 작동,
오류

기관사 업무수행불능 
사상 질병/

음주 약물/

제동실패

제동장치 고장

제동취급 지연 과속 선로조건 눈비오염물 낙엽 등, ( , , , )

제동취급 오류 제동력부족 제동취급절차오류,

추진실패
출발지연 운행정지/ 출입문 고장 비상제동체결,

기동불능 추진장치고장 추진력부족 점착력 부족, ,

제어장치

결함

차상제어

장치고장
ATS, ATC, ATP 고장신호 미검지 오류정보 현시,

지상신호

장치고장
궤도회로 연동장치/

이선진입
분기기 고장

경로설정 오류

차량분리/

구름

차량연결 해
제

연결기 풀림 연결기 파손 전철기 도중전환, ,

제동풀림 구름방지 미설치 급구배 제동부족,

이상의 결과에서 정의된 철도사고의 형식과 위험사건에 대하여 국내 철도운영기관 한국철도(

공사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등 의 사고 장애 발생이력을 기준으로 발생빈도 및 피해도 평가, , ) /

를 수행 중이며 현재 사용 중인 위험도 평가 메트릭스는 그림 과 같으며 작성된 기본위험분석, 3 ,

의 예는 그림 와 같다(PHA) 4 .

그림 3. 위험도 평가 메트릭스

그림 예비위험분석서 작성 예시4. (PHA)



결론5.

본 연구에서는 국 내외의･ 사고 장애 이력자료와 안전규정 기준 등의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도/ /

출된 철도 사고분류와 철도사고 위험요인을 통하여 개발된 철도사고 위험목록 을 통(hazard log)

하여 기본위험분석 의 철도사고의 형식 위험사건 위험원인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위험, (PHA) / / / ,

사건 별 안전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국내철도시스템.

예비위험분석 모델은 국내 철도사고의 위험분석과 위험도 평가에 활용에 활용될 수 있을(PHA)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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