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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철도를 통한 위험물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 량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경감대책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위험물 수송에 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방법올 채택하였으 

며, 과거 사고이력과 더불어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익산시를 대상으로 했다 노출인원에 대한 평균개인의 위험을 거 

리에 따른 위험도로 표현한 결과 원자력 기준 미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회적 위험도로 표현한 결과, 위험 

경감대책 적용요구 구간(ALARP)범위 내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경감대책을 제시하였다. 위험 경감대책으로 차량설계, 운영, 

피해확대 방지, 발생빈도 감소를 위한 탈선사고 방지, 경로변경 방안 둥을 제시하였으며 경감대책의 적용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액심용어 철도위험물 수송, 정량적 위험도 평가, 개인의 위험, 사회적 위험, 위험경감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ool for quantifying risks related to the rail σansportation of hazardous 

commodities and to present mitigation measures.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 is used as a risk an어y

sis tool. Based on the previous explosion 비story (lri explosion) and consideration of its high risk, Ik앓n-si is selected as a model 

city. The result, expressed as average individual risk for exposed people with various distance, indicates that the model city is 

considered to be safe according to the nuclear energy standard. Also, the mitigation meas따es are provided since Societal 디sk of 

Iksan-si is set within ALARP. Risk reduction measures include rail car design, rail πansportation operation, demage spread con

π이 as well as derail prevention and alternative routes for reducing accident frequencies. Finally, it is expected to achieve high 

level of public safety by appling the risk reduction measures. 

KEYWORDS quantitative risk assessment(QRA) for rail transportation of hazardous commodities, individual risk, societal 

risk, risk reduction 

1. 서 론 

오늘날에 있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어 옴에 따라 도 

시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질의 수송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위험을 지표 

들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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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향후 

위험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철도를 통한 위험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위험에 대한 경감방안을 마 

련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운송시 안전성을향상시키는방 

안을제시하고자한다 

위험을 나타내는 수단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 

법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법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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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식모댈을 이용한 방법과 시율레이션 전용 도구인 

CHARM 8.2를 이용하여 해당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수행 r -----씨빼에빼 "1 사건수욕훈셔 <Evont까ee Analysis> 

화지/엉크실게규격i 용전.성,률질륙성 

사고일생톨게‘기~데이타 한다. 

위험도의 표현은 노출된 인원에 대한 평균 개인의 위험 

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며, 이를 선진각국의 위험수용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평균개인의 위험(Average Individual Risk) 

위험값은 위험에 노출된 인원에 대한 평균 개인의 위험 

으로 표현하며,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 
용엉륙성〈용용형자,안 •• 질지‘안전관리〉 

방제.상 〈찌도 이비셰게‘운.정〉 

쭈언횡경〈용도,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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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RAV는 노출인원에 대한 평균개인의 위험(/yr), 

!Rx.y는 화표 x, y상에서 노출되는 개인의 위험 (/yr), Px.y는 

좌표 XJ>상에서 노출되는 사람수(명)를 각각 나타낸다 노 

출된 인원에 대한 평균 개인의 위험은 실질적으로 노출되 

는 인원에 대한 개인의 위힘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위험 

에 노출되는 총 인원수를 나누어 줌으로써 표현한다. 

2.2 사회적 위험의 기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며, 사 

고발생 빈도와 사망이 예상되는 인원수로서 표현한다. 그 

림 2에서 가로축은 사망자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사고 

빈도의 누적계를 나타낸다. 

허용불가영역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나타내며, 위험 

경감대책적용(ALARP)영역은 수용은 할 수 있으나 위험이 

도수송에 대해 위험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정량 

적 수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고의 발생빈도 측면과 피 

해강도 측면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위험과 사회적 위험으 

로 정량화한다. 철도위험물 운송에 의한 잠재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사고시나리오는 잠 

재위험요인에 의해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사건수목분석 

방법에 의해 전개한다. 전개한 사고시나리오는 해당되는 

변수별로 조건을 설정하고 공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사 

고발생빈도와 피해강도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 

해 정량화된 위험도를 표현한다. 위험의 표현은 사고에 노 

출된 개인에 대한 평균개인의 위험과 사회적 위험으로 나 

타낸다. 이후 발생빈도측면과 피해강도측면에서 저감요인 

을 분석하여 위험경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사고빈도를 계통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국 DOT와 

캐나다에서 제시하는 철도수송관련 통계자료와 국내 철도 

운송관련 사고통계를 활용한다. 

사고피해강도의 분석은 사고영향을 명가하기 위해 개발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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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 덜란드 및 영국의 사회적 위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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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므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허 

용가능영역은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경감을 위한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한 영역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험판정기준은 FRA(1997)의 기준에 

따른다. 

2.1.3 구간별사망률 

위험에 노출 시 사망률은 다음 수식에 의해 산출된다 

Rate of Death = 2/Rx,yPx,y (2) 
x,y 

즉 좌표 x, y지점 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사망률을 의미한다 

3. 철도위험물 운송 및 방재특성 

국내 위험물 철도차량의 운송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대형사고의 경험이 있는 00역 

을 경유하는 경로를 선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사고에도 불 

구하고 현재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아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큰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차에 보유된 방재설비는 소화기와 연락수단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사고 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 

우에도 화차의 위치가 소방대나 비상대응팀의 현장접근이 

간이역이나 정차역을 제외하고는 논, 밭, 터널, 산림구간 

등과같이 어려운곳이 많다 

현재 운송 중 누출/화재 사고 시 안전절차서는 작성비치 

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고압가스관련규정에서도 철도이 

표 1. 위험물 수송운영현황 

구분 

운송경로 여수 ∼ 전북 ∼ 나주 

운송횟수 l회/일 

운송시간 약 6시간소요 

l회운송량수 
- 여수 ∼ 나주 ; 평균대 ∼ 2 1 량<만차> 
- 냐주 ∼ 여수 : 1 5량, 3 ∼ 6량〈공차> 

- 여수 ∼ 나주 ‘ 00:15 ∼ 06:27<만차> 

운송시간대 
-나주 ∼ 여수 
- 07:30 ∼ 01:42<공차3∼6량> 

- 18:30 ∼ 00:30<공차· ts량〉 

운전속도 
- 최대 : 90, 평균 ; 60 <km/hr> 

- 차장 ; 신호 또는 주변 상황 점검 
정차시확인사헝 - 기관사 • 차장의 지시에 따른 운행 

-호송인 ;정차시 탱크이상유무점검 

송에 관련된 안전절차 작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r산업안전보건법」 의 제49조의 2항(건설교통부, 2005) 

에서 수행토록 하는 PSM을 통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운 

송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수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고압가스 호송인에 대한 안전교육 

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대응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나 안전절차서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 화주-호송인운송인 

<한댁철도공사>-지역사회비상대응조직과 연계하여 다각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누출 사고 또는 화재발생시 

감지는 기관사나 기관차 교체를 위해 간이역에서 대기할 

동안을 제외하고는 감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도심지역의 

모든 역에는 옥외소화전과 같은 소방설비가 구축되어 있 

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행 중 누출을 감지하지 못하 

고 도심 진입 시 대처 불능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고의 발 

생기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4. 사고시나리오와 영향 및 빈도분석 

4.1 시나리오 

탱크화차의 운송 중 사고는 원인별로 외부충격에 기인 

된 것과 탱크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 두 가지로 크게 분류 

될 수 있다 탱크화차에서의 예상되는 사고위험은 누출 및 

화재 또는 폭발사고사고이며, 이러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탱크의 건전성 상실 그 

리고 탱크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서 외부충격 

은 특히 운송상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자이며, 탱크 

자체의 결함은 설계 및 제작과정의 오류와 운영상의 오류 

내용 

운송거리 286 km 

으L 소 。랴 。 평균 428톤/일 

사유화차대수 59대 

화차탑승자 차장,호송인<운송엽제〉 각 I인,기관사 2인 

선로 
- 등급 2급선 
- 설계속도 : ISOkm/hr 

정차역 
-개수 2개소∼5개소 

-정차시간(2분 ∼ 1 5분,운행정차 2분) 

-소방설비 ;없음 
정차역방재 

- 비상대응 ;비상연락망, 호송인 조치 사항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1,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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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화차 
누출사고 

그림 3. 누출사고 유밭인자 

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열차탈선 및 건널목사고는 충돌 및 접촉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외 운전장애로 인하 

여 충돌 및 접촉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건수목분석(ETA; Event 

Tree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공정의 실패나 혼란 등 

의 초기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서 공정위험성평가를 실 

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액상누출로써 초기 누출 시 차단조치가 가능한 사고 

· 기상누출로써 초기 누출 시 차단조치가 가능한 사고 

· 액상 또는 기상 누출로써 초기 누출 시 차단조치가 불 

g기----

〈차단조치가 가능한 기상누출〉 

가능한사고 

차단조치가 가능한 사고는 주계통상에 장착된 자동차단 

밸브에 의하여 차단이 가능한 경우이며, 이외의 경우에 있 

어서는 차단조치가 불가능하다 다음 그림 4는 차단조치 

가 가능한 기상누출에 따른 사건수목을 나타낸다. 

차단조치가 가능한 누출은 성공시 소규모누출로 이어져 

사고의 규모가 작아지고, 차단조치가 불가능한 사고는 탱 

크내부의 위험물이 모두 방출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누 

출로 이어져 사고의 규모가 커진다. 안전변은 기상누출시 

작동하는 것으로 탱크내부의 과압을 방출하여 BLEVE가 

발생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준다. ERP Action은 점화원 제 

거, 소방대응 활동 등으로써 누출시 BLEVE를 방지하거나 

탱크내용물을 안전하게 대기로 확산시켜 주는 역할을 의 

미한다 

위험물질의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요인은 복사열 

에 의한 열적피해와 폭발시 압력따에 의한 피해, 독성물질 

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나 

폭발시 발생하는 복사열 및 압력따에 의한 피해를 고려하 

였으며, 그 기준은 표 2와 같다. 

기체상으로 누출 시 사고의 종류는 제트화재(Jet Fire), 

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BLEVE), 기계적 과압폭발, 옥외 

증기운 폭발(UVCE)의 형태로 나타나며, 제트화재(Jet Fire) 

와 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BLEVE)은 복사열에 의한 띠해 

E”m |·시u씨I!!~!!찍동성훌{띠IERP A<U빼it미|지연l!llll티| ~i I 사2lllt 
C-1 

효기누till생 

〈차단조치가 불가능한 기상누출〉 

그림 4. 차단여부 및 누출상태에 따른 사건수목도 

표 2. 복사열 및 압력에 의한 피해 기준 (49 CFR paπ 173.31. 2002) 

복사열 크기 (kW/m2) 피해정도 폭발압력(Bar) 피해정도 

37.S ·공정설비고장 1.07 건물및공정 설비의심각한손상초래 100% 사망 
. I분내 100% 사망 

12.S ·나무연료부분연소 0.07-0.16 건물및공정설비의 경미한손상 
·I분내 1% 사망 1% 고막파열, 비산물체에 의해 1% 중상 

9.5 ’ 8초후경미한부상 0 ‘ 03-0.07 유리창의완전따열 
20초후 2도화상 유리창 비산으로 인한 중상 내지 경상 

4 경미한부상 0.01-0.2 유리창의 10% 따열 

유리창의 비산으로 인한 경상 

흔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r1권제3호 



철도위험물수송에 관한 위험도 정량화방안 및 겸감대책 연구 73 

표 3. 사고영향모댈링 결과 

누출 
기체상누출 

구분 
계통 

피해기준 직경의 100% 직경의 20% 직경의 100% 직경의 20% 

반경 면적 (km2) 반경 면적 (km2) 반경 면적 (km2) 반경 면적 (km2) 

12.5 kW/m2 30 2,826 131 53,886 52 8,491 
안전변 25 kW/m2 21 1,385 88 24,316 35 3,847 제트화재-기체상 

액연화재-액체상 배관 12.5 kW/m2 24 1,809 4 13 142 63,315 142 63,315 

-닙「= / .;‘r 25 kW/m2 17 907 2 3 95 28,339 95 28,339 

비등액체팽창증기 12.5 kW/m2 274 235,739 252 199,403 

폭발 Tank 
25 kW/m2 (BLEVE) 194 118,177 178 99,488 

2.5 psig 40 5,024 40 5,024 
기계적과압폭발 Tank 

15.5 psig 8 201 8 201 

배관 2.5 psig 67 56,382 18 38 105 4,305 8 80 
옥외증기운 -닝「τ /·;、r 15.5 psig 27 8,987 15 15 53 477 5 10 
폭발 

2.5 psig 289 205,784 639 3, 186,225 222 21,534 240 60,668 (UVCE) Tank 
15.5 psig 89 10,024 308 705,600 184 3,680 

영향을 발생하게 되고, 기계적 과압폭발 및 옥외증기운 폭 

발(UVCE)은 압력파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사고발생빈도는 사고시나리오에서 전개되는 사고의 결 

과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분 

석한다. 먼저 국내 철도청 사고통계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 

화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선 및 충돌 사고의 빈도 

를 산정한다. 이후 현재 운송구간의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분석적용하며, 이를 통하여 초기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도출한다 국내에서는 

표 4. 화재 사고발생빈도 

위험물 운송에 따른 누출사고에 대한 Raw Data를 입수할 

수 없어, 초기 누출사고 빈도를 도출하기 위한 조건부 확 

률분석은 미국 운수성(DOT) 자료를 가공활용하였다. 초기 

누출사고의 빈도가 정해지면, 사건수목분석방법(ETA}을 

통하여 사고 종류별 사고빈도를 도출한다. 

분석결과, 화재는 제트화재와 액변화재로 분류되며, 사 

고발생빈도의 도출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폭발은 BLEVE, UVCE, 기계적과압폭발로 분류되며, 사 

고발생빈도의 도출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제트화재 

〈단위 /km·yr> 

액면화재 

F-BNA-L 

20%-「-100%
1.22£-10 I 3.14E-l l 

구분 
Cl /• 2 
-「τ『「"lT

BA-L 

20% I 100% 

6. 78E-I I I I.74E-11 

안전변 

사고빈도 9.30£-12 3.24E-l l 

표 5 폭발사고빈도 

i 
-w 

-
삐
 

,‘
1 

--2 빼
 주시
 

T 
--H 

-
%
-
빠
 

-

〈단위 : /km·yr> 

구분 
사고빈도 

BA-G BA-L F-BNA-G F-BNA-L T-BNA-G τBNA-L 

20% l.70E- l6 l.55E-l 5 7.0IE-14 6.39E-l3 6.49£-14 5.89£-13 
BLEVE 

100% 4.37£-17 3.99E-16 l.80E- l 4 1.64£-13 l.66E-14 1.52£-13 

20% 인구밀집 l.08E- l 3 9.87E-13 l .96E-13 1.79£- 12 l.82E-13 l.65E-12 

옥외증기운폭발 20% 인구비밀집 2.96£-11 2.71E-10 5.39E-11 4.91£-10 4.99£-11 4.52E-l0 

(UVCE) 100% 인구밀집 l.67E- l 8 l .52E- l 7 6.88E-l 6 6.29£- 15 6.37E-16 5.81£-15 

100% 인구비밀집 9.54£-12 8.71E-l l l.73E- l l 1.58£-10 1.60£-11 l.46E-l 0 

기계적 20% 누출 1.70£-16 l.55E-l 5 7.0l E-14 6.39£-13 6.49E-14 5.89£-13 

과압폭발 100% 누출 4.37£-17 3.99E-16 l.80E- l 4 1.64£-13 l.66E-14 1.52£-13 

‘Joi.rnal of The Kαean Society of Societal Secuity, Vd. 1,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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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의 표현 

위험(Risk)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기능성과 노출되 

는 사람에 대한 치사율로써 나타낸다 여기서 발생가능성 

은 사고빈도로써 나타내고, 치사율은 피해 범위내 존재하 

는 사람들에 대한 사망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사고 

영향모댈링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결국 위험은 전자와 

후자의 곱으로써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인원에 대 

한 명균개인의 위험과 사회적 위험으로 위험도를 정량화 

하였다. 

그림 5와 6은 역주변의 선로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평균 개인의 위험을 나타낸다. 위혐의 기준은 원자력발전 

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준인 IO치F를 척도로 삼았다. 그 

림6에서 가로축은 선로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며 세로축 

은 평균개인의 위험을 나타낸다. O∼ 1 42 m까지의 범위는 

10-5/yr대의 위험을 나타내고, 142∼178 m 사이는 1 o-6/yr, 

178 m∼240 m 사이는 10-1/yr, 이후 639 m까지는 10-s;yr의 

위힘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위험물이 운송되는 선로에 가까 

울수록 위험이 증가되고, 멀어질수록 위험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O∼142 m 이내의 구간은 위험기 

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난 구간의 경우 안 

전한값을가진다, 

그림 5. 선로주변므로 개인의 위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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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αJE-06 

‘ >

늘 1.00E- 07 
10U 

\ 

Ot: 
‘ 

하 

횟 1.00E- 08 
~ 

I αJ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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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그림 6. 선로중심으로부터 반경메 따른 평균 개인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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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역사주변 구간의 사회적 위험도 

1αJOO 

사회적 위험도는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사고발생빈도 

및 피해인원에 대한 함수를 누적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사 

고가 발생하여 한번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위험기준은 영국 ACDS(Advisory Committee on Dangerous 

Substances)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표시하는 구간 

은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역사주 

변을 대상으로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사회적 위험의 경우수용할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곳은 

없으나, 약 2.4명이 한 번에 사망할 누적확률인 4.25E-05/yr 

과, 373명이 한 번에 사망할 확률인 7.36E-08/yr구간이 위 

험경감대책의 적용요구구간(ALARP)에 속하게 된다 이는 

위험경감대책의 적용 요구구간(ALARP)에 속하는 경우이 

므로, 참을 수는 있으나 만족할 정도로 수용 가능한 위험 

은 아니므로 위힘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되리라고판단된다-

6. 위험경감대잭 

위험경감대책은 사고발생빈도나 사고영향의 크기를 감 

소시킴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탱크의 

설계제작 측면과 상시 운영적측면 그리고 사고발생시 비 

상대응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탱크설계분야 

위험감소방안으로서 E타입 이중결합 커플러(Double Shelf 

Type Couple” 및 탱크두부 파손방지장치때k Head Puncture 

Resistance System)를 제시했다-

그림 8은 AAR Standard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플러의 모 

습이다. 이 커플러는 풀림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충격 시 풀 

림에 의한 충돌을 방지한다. 탱크두부 파손방지장치(Tank 

Head Puncture Resistance System)의 경우 탱크 전후단 충돌 

시 탱크 자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Ensuring T뻐k Car Safety Data ,보고서에 의해 추론해 본 

결과 이 요소에 의하여 36%정도의 누출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누출사고 빈도를 3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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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 Standard type E 
Couoler Override 
Prevention 장착 탱크두부 파손방지장치 장착모습 

그림 8. E타입 커플러 및 탱크두부 파손방지장치 장착모습 

표 6. 운영측면 및 비상대응측면에서의 위험경감방안 

운영적측면 

φ 안전속도의 준수 탈선사고빈도 정감 

@ 대도심 차량진입금지 ; 피해의 규모 원천 감소 
@ 운행 중 가스누출 감지방안 Local/광대역 감시 

@탈선사고방지방안 
장척 레 일의 부설로 Track Buckling 현상을 감소 

· 금속재료의 생산기술 개선 및 레일의 손상을감지하는 기술의 개선을 
통해파손경감 
자동화된트랙형상측정기술의향상으로트랙형상에따른탈선빈도의 감쇼 
베어링마모로부터 발생하는 탈선사고빈도의 감소기술 마련 

줄일 수 있으므로 결국 위험도를 36%까지 감소시킬 수 있 

음을의미한다. 

탱크내화(Thennal Protection)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보강할 수 있는데, 0.6 13 kJ새r·m2 · °C 미만의 열전도도를 가 

진 물질로 탱크 표변에 도포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Thennal 

Jacket을 탱크에 보강하여 입힘으로써 처리히는 방법이 있다. 

운영적 측면 및 비상대응적 측면에서 본 경감방안은 다 

음표와같다. 

위험경감대책 적용 후 위험도는 그림 9와 같다. 경감대 

책 적용 후는 4.1.1항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따른 위험 감소 

효과와, 안전속도의 준수 /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BLEVE) 

방지활동/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인명피해최소화/인명안전 

선의 설정탤선사고의 방지방안 적용 시의 효과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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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우|힘경갑대책 적용 후 사회적 위험도 

비상대응적측면 

@ 비상대응계획의작성 ’비치 및관련당사자합동훈련 
@ 사고 종류 시나리오별 비상훈련지침마련 
@ 누출발견시 이동가능한비상대피지점의설정;누출시사고피 
해최소화 

@ 인명안전선의 구축 ; 소방대/소방대외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방지를 위한소화활동 ; 탱크의 
표면적당(m2) 0. l ∼O .25 gpm 

@ 위험물 비상배출 소각기(Emergency Vapor and L iq비d Flaring) 

여 표현한다. 분석결과 탱크설계분야의 위험정감대책 각 

각의 적용은 위험을 Acceptable Risk수준으로 경감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비용이 들더라도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설계분야와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경감대책을 동시 

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료르 
‘--

본 연구를 통하여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수송에 대한 정 

량적 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위 

험을 경감시커기 위한 경감대책을 제시하였다. 대상으로 

는 과거 사고이력과 더불어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물 화차가 통과하는 역사주변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정량적 평가방법에 의해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시나리오 

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시-고영향모델령과 사고빈도 

모델링을 동원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 

다 또한 위험을 표현하기 위해 노출된 인원에 대한 개인 

의 위험으로 거리에 따른 위험도를 제시하였고, 사회적 위 

험으로는 빈도-인원수(F-N)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노출된 인원에 대한 평규개인위험은 선로중심으로부터 

178m이후부터 원자력발전소 채택 기준인 I . OE-06/yr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 위험도는 모두 위험경감대책 적용요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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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P)범위 내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위험경감을 위한 

활동이 펼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계분야 경감대책 

과 나머지분야의 경감대책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 

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는 회향을 위한 입환 과정을 없애기 위하여 추가 선로를 

증설하여 위험구간을 우회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고발 

생빈도를 50% 감소시켜 위험을 허용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경감대책의 적용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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