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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majorty of current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regulations, standards and safety indicators are based on European Union. As a result, railway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not reflected. In order to 

international railway operation in Korea, objective indicators of domestic railway safety and 

analysis of domestic characteristics are essential.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ed a 

comparison by converting domestic railroad safety indexes according to the railroad safety 

index guidelin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xamined ways to reflect domestic railway 

safety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the preliminary review of various railway safety indicators

for future international rail connections was suggested,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reflect 

the item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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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제도, 표준, 

지표가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철도운영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국내 철도의 국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국내 철도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국내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철도안전 지

표 산출방식에 따라 국내 철도안전지표를 변환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철도안전 특성을 반

영하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철도 연결시 필요한 주요 철도안전지표에 대

한 사전 검토와 국내 지표의 보완 사항과 국내 특성을 국제철도안전 지표에 반영하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사고 사망자, 철도사고, 철도안전, 철도안전 지표, 안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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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는 물리적으로는 국제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나, 여객과 화물의 영업노선은 단절된 상태이

다. 향후 철도를 이용한 활발한 여객과 화물의 국제운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계획 중이다(KRRI, 2015). 국가 간 

열차 이동이 많은 유럽에서는 국제 철도운송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표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제도

와 표준이 언급된 분야가 철도안전과 관련된 영역이다(EU, 2016). 2020년 하반기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한 모든 국

가는 자국 내 철도안전 관련 법령이 폐지되며, 유럽연합 차원의 공통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규제로 일원화된다(EU, 

2004, 2016). 철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조사, 사고 예방 대책의 확인, 철도차량 및 시설의 안전기준, 종사자

의 자격, 운영자의 철도안전관리 시스템, 철도안전 규제자의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

어 있다(EU, 2016). 이를 통해 철도사고나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국가별로 

체결되어 있다. 예로서 철도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의료, 경찰, 보안, 사고조사, 사고복구와 관련된 인력과 장비

의 신속한 국경 통과와 안전한 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 피해 규모가 큰 사고는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범위 등을 사전

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국제철도 운송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규정 및 안전기준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

가 되어 지속해서 개정 중이나 국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MOLIT 2004; KRRI, 2014). 아시아 국

가 간에는 상호 운송협약 체결을 통해 개별 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운송협약이 유지되고 있다(KRRI, 2015). 유럽중

심의 제도와 기준으로 운영되어 국내를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철도운영 특징에 대한 반영

은 2011년도에 추진되었으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UIC, 2011). 국가 간 철도 운송을 위해

서는 관련된 제도나 국가 간 협약 이외에 상대국가의 철도 안전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철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 간 화물운송 과정에서 인접국가의 열차가 국내를 운행 중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 환경 피해와 인적 피해가 유발 될 수 있으며, 여객열차 운송 중 열차의 탈선 ‧ 충돌 ‧ 화재 등의 사고가 발

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복잡한 처리절차가 요구된다. 국내의 철

도안전성에 대해 주변 국가들의 신뢰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국내 법령이 무시되고 국제법령과 기준에 따른 협약 체

결을 강요받아 불평등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시행 중인 철도차량 분야의 각종 안전대책, 승강

장의 안전대책, 여객보호 대책,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교통약자 관련 대책의 대부분은 무시될 수 있다. 추가로 국내

의 기준이 아닌 국외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안전투자로 인해 운영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철도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유럽에 있는 두 곳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반면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부터 사용하던 자국 고유의 지표를 사용 중이다.

국내는 국제운송이 없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간 교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연구

진이 직접 국제 철도기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10여 차례의 면담, 세미나 개최, 보고서 교류 및 통계 기준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국내의 사고통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안전 통계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진의 결과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국가 간의 안전성 비교 결과는 유럽철도국의 연차보고(EU, 2016)서 및 국제

철도연맹의 안전통계 보고서(UIC, 2019)에 수록되어 상호 검증하였다. 최근 아시아 국가의 철도 노선이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로 유럽연합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유럽연합의 안전지표에 아시아 국가의 철도안전지표 반영을 추진 중

에 있다(UIC, 2019).

본 연구에서는 국제 철도연결을 위한 안전지표로 철도안전분야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국제기구인 국제철도연맹

(UIC, Union of International Railway의 프랑스 약어)과 유럽철도국(European Railway Agency, ERA)에서 운영 중

인 안전지표를 각각 분석하여 국내 통계를 국제기준에 따라 변화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철도안전지표 산출

기준에 따라 국내의 사고통계를 가공하여 안전수준을 비교하였으며, 해당 지표의 국내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국내와 일부 아시아 국가의 철도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와 마찬가지

로 유럽연합 가입국도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와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의 경우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가 없어 일반철도(화물열차 포함)와 고속철도로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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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국가 간 철도운송이 활발한 유럽을 중심으로 철도안전지표가 운영 중이며, 이러한 지표는 2004년 제정된 유럽 철

도안전법에 따라 수집 중에 있다. 2006년도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철도를 운영하는 26개국의 철도안전통계를 수집

하고 있다(EU, 2004)(MOLIT, 2015). 이 지표는 400여 개며, 유럽연합 개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이후 유럽철도국

의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표 중에 있어 신뢰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국제철도연맹(UIC, 2019)

에서 수집하는 지표가 있으며, 최근에 유럽철도국의 안전지표와 유사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국제철도연맹의 안전지

표에는 사고 원인 지표가 추가되어 있으며, 유럽 이외의 러시아, 대한민국,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등의 

사고 지표가 포함되어 공표된다. 다만, 국제철도연맹의 안전지표는 국가별 통계가 아닌 철도운영자별 통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즉 1개 국가에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있는 경우 철도운영자별 안전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유럽철

도국과 국제철도연맹의 철도안전 지표는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운영되는 지표의 특징상 작은 사고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열차운행과 관련된 사고 중 다음의 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표 항목으로 포함된다.

1) 중상자 이상이 발생한 사고(사망자 발생 사고 포함)

2) 6시간 이상의 본선지장이 발생한 사고(대규모 운행중단 포함)

3) 15만 유로 이상의 직접적인 물적피해가 발생한 사고

4) 위험물 누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사고

국가 간 철도운영의 안전성 비교를 목표로 운영되는 특징으로 인해 개별 국가에서 운영 중인 안전지표 보다 축소된 

지표로 운영된다. 예로서 사망자가 열차운행과 관련 없이 발생한 철도차량의 정비, 선로의 건설, 역사의 유지보수 과

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국제 비교시 제외된다. 국내의 철도사고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통계 중 약 10%에 해

당하는 사고가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KOTSA, 2019; Kwak, 2012).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운행과 관련된 사고, 

단순한 경상자만 발생한 사고는 모두 제외된다. 이러한 국제기준(ERA, 2015)에 따라 국내 통계(MOLIT, 2019)를 가

공하여, 국제기구 담당자의 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Figures 1, 2에 수록하였다(ERA, 2019). Figure 1은 열차운행 

1억km당 주요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비교로 2018년 발생사고와 2014-2018년 사이 5년 평균값을 수록하였다. Figure 

1에는 유럽연합 26개 국가 중 철도운영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안전성이 우수한 주요 국가들만 수록하였으며, 국내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Figure 2는 열차운행 1억km당 사망자수이며, 사망자 발생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련된 주요 지표를 Table 1에 수록하였으며, 선로 불법침입(tresspass fatality)과 직원의 사망(staff 

fatality)지표가 선진국 대비 높다.

Figure 1. Number of significant accident per 100 million train km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2호, 2020년�4월 115

KWAK, Sang Log ･ PARK, Chan Woo •Article•

Figure 2. Number of accident fatality per 100 million train km

Table 1. Accident & fatality rate per 100 million train km (2014-2018)

County
Million

train km
Track length

(km)
Accident rate Accident fatality rate

Total Train L.C. Person Total Passenger Tresspass L.C. Staff

Korea 162 4,223 25.1 3.2  6.0 15.5 14.6 0 9.3 1.3 3.1

U.K. 569 15,878  9.5 1.6  1.4  5.6  5.2 0.2 3.5 1.0 0.1
France 443 30,000 31.1 4.9  8.6 21.3 14.8 0 7.8 5.9 0.4

Germany 1,085 33,535 30.1 4.4  6.0 16.5 13.7 0.1 8.6 3.4 0.8

Sweden 160 9,708 26.6 9.8  7.1  8.5 10.1 0 5.8 3.4 0.5
Netherland 163 3,075 16.9 3.4  7.1  3.9  8.0 0.1 1.4 5.3 0.3

Spain 200 15,309 23.6 5.8  5.0 10.6 11.8 0.7 5.5 4.3 0.6

Swiss 187 3,820 21.1 4.5  1.4 14.7  7.8 0 5.6 0.6 1.1
Austria 165 5,098 42.2 5.6 17.6 17.7 16.0 0.3 6.8 7.7 1.0

가장 중요한 지표인 열차운행 1억km당 여객사망자 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다만 국내는 선로불법침입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서 전체 철도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산출된다. Table 1에서 “train accident 

rate”는 열차의 탈선, 충돌, 화재로 인한 사고건수, “L.C accident rate”는 철도건널목사고 건수, “Person”은 열차와 

사람간 접촉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률이다.

1. 국가�간�철도�이동시의�안전성�비교를�위한�기초�지표

철도운행과 관련한 안전지표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철도운송거리, 여객수, 화물

톤수, 영업거리 등으로 환산한 정규화된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도사고와 관련된 지표와 함께 국가 간 비교시 

정규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함께 비교하고 있다. 기초 지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있으며, 모두 국내에서 운영 중

인 지표이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는 선로연장이 비교 대상국대비 낮으나 열차의 이용율이 높아 열차운

행 거리는 높다.

- 열차운행거리(여객, 화물, 전체)

- 여객인km (여객수와 이동거리를 동시에 고려)

- 화물톤km (화물운송 톤수와 이동거리)

- 선로연장(영업거리)

- 선로길이(단선, 복선, 복복선등을 고려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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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건수에�기반한�철도안전지표

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철도사고의 유형별로 분류한 지표이며, 국가 간 안전성 비교시 2.1절에서 제시한 열차운

행거리로 환산하여 고시하고 있다. 본 지표는 모두 국내에서도 운영 중인 지표들이다.

- 열차 사고 건수(열차의 탈선, 충돌, 화재, 위험물 누출, 폭발사고 등)

- 철도건널목(Level Crossing, L.C.) 사고(Table 1에 L.C로 표기)

- 중상자 이상이 발생한 사상사고 발생건수(불법침입,종사자, 여객 사상사고 등)

- 자살관련 사고 건수 등

3. 사고�피해에�기반한�철도안전지표

년간 발생한 사고의 사고피해를 사고의 유형별로 분류한 지표이며, 국가 간 안전성 비교시 1.1절에서 제시한 열차

운행거리로 환산하여 고시하고 있다. 아래의 지표 역시 국내에서 운영 중이나, 중상자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재 

개선하고 있다. 선로침입에 의한 사상자 지표, 직원의 사상자 지표를 제외하면 국내의 사고율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

준으로 국제 비교시 유리하다.

- 열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수

- 철도건널목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수

- 선로침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수

- 사망자의 구분에 따른 지표(여객, 직원, 철도건널목 이용자, 공중, 기타, 자살)

- 중상자의 구분에 따른 지표(여객, 직원, 철도건널목 이용자, 공중, 기타, 자살)

4. 철도안전관리�활동�및�사고예방�관련�지표

본 지표는 국내에서 아직 관리가 되지 않는 지표 4종이 포함되어있다. 국내는 사고와 관련된 지표를 산정하고 있

으나, 국제 지표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 안전관리 지표, 준사고 지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현재 추진 중이다. 국내는 ATP 선로비중, 철도건널목 안전설비 비중이 높아 국제 비

교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철도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 지표

- ATP가 설치된 선로의 비중(해당 구간 운행열차 비중 포함

- 철도건널목수 및 안전설비(차단기)가 설치된 건널목 비중

- 선로의 파손 건수

- 운행 중 철도차량의 차축 및 차륜 파손 건수

- 운행 중 철도신호기 고장 및 오작동 건수

- 기관사의 신호 위반 건수(일반선로, 분기기)

5. 철도안전�투자�및�의사결정�관련�지표

본 지표는 향후 국내 적용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표로 다음의 4가지 지표가 있으나,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산출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운영되지 않으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국내 

수치를 포함하여 Table 2에 수록하였다. 또한, 이들 지표는 국가의 경제규모, 국민소득, 국가의 안전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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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아래의 지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철도교통 등 분야별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국가차원에서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본 분야의 지표에 대해서는 현시점부터 집중적인 연구와 사전 대응

이 필요하다.

- 철도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 예방에 대한 지불의사비용(Value for Preventing a Casualty, VPC)

- 철도사고 피해비용

- 여객열차 지연에 대한 시간당 손실 비용

- 화물지연에 대한 시간당 손실 비용

낮은 사고율이 유지되어온 유럽의 안전투자에 관련 법령과 의사결정 구조는 국내와 큰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

로 철도안전 투자로 얻어지는 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적게 예측된다. 단순히 통계에 기반하여 투자를 수행할 경우 

사고율이 낮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 이와 같이 사고율이 낮은 철도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이 필요하여, 철도산업에 특화된 지불의사비용(VPC)이 영국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를 유럽에서 사용 중이다

(RSSB, 2006). 국가 차원에서 안전투자의 기준이 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지불의사 비용(VPC)을 산업별로 고시하고 

있다. 즉, 사고 예방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이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수치로 환산하는 기준을 국가에서 정하여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안전투자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안전투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모든 국가들이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비

용을 고시하지 않자 유럽연합 차원에서 GDP를 기준으로 간단히 환산이 가능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수치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Table 2에서 GDP는 IMF에서 공시한 2018년도 값을 사용하였으며, 국가별 사망자 지불의

사비용(Fatality VPC), 중상자 예방 지불의사비용(Injury VPC), 여객열차(Passenger Train)의 지연손실 비용, 화물

열차(Freight Train) 지연손실 비용은 유럽철도국에 등록된 자료이다. 다만, 국내는 관련 자료가 없어 유럽철도국의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값이나, 법적인 효력은 없는 수치이다. 예로서 사망자 예방에 대한 지불의사비용에 대한 국

내 추정값은 €1,813,000유로로 원화 환산시 인당 23억 수준이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의 기준으로 특정

한 안전대책으로 사망자 1인을 예방할 수 있고, 해당 안전대책이 23억 이하라면, 의무적으로 안전투자를 해야 한다.

Table 2. VPC and economic value based on GDP

County
GDP

1,000$
VPC (1,000€) Cost of delay/hr (1,000€)

Fatality Injury Passenger train Freight train
Korea* 33.35 1,813 245.7 29.12 1.43

U.K. 42.98 2,253 291.8 36.02 1.74

France 41.28 2,270 317.0 38.89 1.91
Germany 44.61 2,617 361.4 43.89 2.16

Sweden 53.76 2,871 419.5 46.52 2.23

Netherland 52.87 2,778 368.9 43.65 2.15
Spain 30.52 1,648 203.2 32.68 1.71

Swiss 82.50 4,478 615.5 47.66 2.35

Austria 51.51 2,817 384.6 45.46 2.21

6. 현재�국내의�철도안전�지표�현황

국내에는 철도사고 통계를 위한 안전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국

제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사고 건수가 많지 않아 필요에 따라서 사고 형태, 원인, 결과별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 관리하는 통계는 국제 통계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항목을 관

리 중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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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통계: 철도 운영기관별 운행거리, 차종별(고속, 일반, 화물, 여객, 도시철도 구분) 운행거리, 선로연장, 역사, 

건널목 현황, 노후시설 현황, 노후차량 현황, 차종별 보유현황, 역사내 안전설비 등

- 철도종류별 사고건수(열차의 탈선, 충돌, 화재, 위험물사고 등): 여객열차, 화물열차, 철도차량의 종류별 사고 원

인별 발생 건수 등

- 철도건널목 사고 건수: 철도건널목의 종류, 사상자수, 사고원인, 건널목 형태 등

- 철도사고 사망자수, 중상자수: 여객, 종사자, 건널목 이용자, 선로 불법침입자, 일반 공중, 기타

- 자살관련 사고 건수 및 사상자수: 자살사고 발생 지점, 사고건수, 사고피해, 관련 열차 등

- 철도사고 피해 비용(다수의 사고에 대해 피해 비용 미집계): 사고 피해 비용 산정에 논란의 소지가 많고,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국제기준과 큰 차이가 있음

- 열차 이용과 무관한 철도사고(승강장, 대합실, 계단, E/S, E/V 이용 중의 안전사고 등): 사고건수, 사상자수 등

- 열차 운행지연(고속열차 10분, 일반열차 20분, 화물열차 40분 이상): 열차 종류별 지연시간, 지연 열차 등

7. 국내의�철도운영�특징�반영�방안

국내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3위인 국가로 국토면적 대비 대도시가 많아 유럽과 비교 시 2배 이상의 철도 여객 탑

승률과 열차운행 밀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를 포함한 국내의 운영 특징 7가지를 다음에 수록하였다

(Kwak, 2017)(Lee and Yoon, 2017)(MOLIT, 2019).

① 철도사고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로 불법침입 사고율이 높아 전체적인 사고율이 높게 평가된다.

② 철도건널목 안전설비 설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도로교통 운전자의 위반에 따른 철도 건널목 사고 비중이 

95%로 선진국 대비 높다.

③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선로침입(치매 환자), 철도건널목 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④ 선로 길이대비 이용객수가 가장 높으며, 철로가 대도심과 도심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의 비중이 높다

⑤ 아시아 국가의 특징으로 국내의 여객열차 비중이 80% 이상으로 유럽의 평균값인 60% 보다 높다.

⑥ 높은 열차운행 밀도와 여객밀도로 인해 대형철도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증가하며, 열차의 대규모 운행지연시 사

회적인 파장이 확대되어 사고와 운행중단에 따른 피해 비용이 매우 높게 설정된다.

⑦ 국내는 주요 철도노선에 대한 우회선로가 없고 산악지형이 많아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운영에 제약이 많다.

위에 언급된 국내의 특징 중 ①-③번의 특징은 철도사고 기여요인이 철도운영자의 과실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외

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를 국제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은 사고원인 지표를 추가하여 철도운영자 

혹은 정부의 과실에 의한 사고 비중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국제철도연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

가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이 검토 중이다.

위에 언급된 ④-⑥번의 특징은 인구밀도, 열차의 이용률과 관련된 지표로 아시아 국가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들 

지표는 열차의 운행거리 혹인 여객 인km로 환산시 아시아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인자로 현재 반영된 사항이다.

위에 언급된 ⑦번은 국내 자체적인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철도노선 신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우회선로 운

행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교통수단 연계 등의 방안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국제 철도안전 지표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8. 국제�철도�연결에�대비한�안전지표�개발�및�운영�방안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지표 중 국내에서 운영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지표를 다음에 정리하였다. ①-④번 지

표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기준상의 정의와 산출방식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⑤-⑧번 지표는 국내 특징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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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내에 적합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거나, 국제 지표 산정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지표이다. ⑨번 지표는 국내 특

징으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지표이다.

① 열차운행과 연관성 관련 지표: 열차 운행과 무관한 사고 등은 별도 관리

② 사고 사상자의 추적관리: 중상자 발생 이후 30일 이내 사망할 경우 사망자로 전환

③ 사고 원인에 대한 사후관리: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 발간 후 사고 원인의 사후관리

④ 사고 예방 관련 8개 지표: 선로 파손, 철도차량 차축 ‧ 차륜 파손, 철도신호기 고장 ‧ 오작동, 기관사 신호 위반 건수

(일반선로상에서 위반, 분기기에서 위반, 위험지역에서 위반)

⑤ 사고 피해비용: 비용산정 방식, 산정 근거, 피해 범위 등의 정의와 이에 따른 피해비용 집계

⑥ 철도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 예방에 대한 지불의사비용(Value for Preventing a Casualty, VPC)

⑦ 여객열차 지연에 대한 시간당 손실 비용

⑧ 화물지연에 대한 시간당 손실 비용

⑨ 사상자의 세분화와 명확화: 자살자, 불법침입자, 범죄 피해자 등의 구분에 대한 정의(예로서 치매환자, 어린이, 

교통약자, 고령자 등의 산출기준 명확화를 통해 철도운영자의 과실과 외부요인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운영)

장기적으로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철도사고

를 유발한 원인 지표를 운영하는 방안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국내는 물론 일본, 베트남,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

가 등 비유럽 국가에 유리한 지표들이다. 국내의 교통약자 안전대책, 여객보호 대책 등이 반영된 ⑨번 지표의 경우 

국내에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면 국제 지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의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시행 이전의 지표는 현재 활용이 어

려운 실정이다. 철도안전 지표들이 최근 5년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

후 5년이 지나야 관련 지표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시점부터 지표 운영을 준비

해야 한다.

결론

현재 주요 국제기구의 철도안전 통계 및 지표는 유럽중심의 철도안전 지표로 국내나 아시아 국가철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사용하는 통계 역시 아시아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의 지표로 인해 대한민국, 일본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철도의 국제철도 연결에 대비한 안전지표를 미리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보완이 필

요한 사항과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사고 발생률이 낮은 철도안전지표 특성상 안전성의 국

제 비교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부터 국제 철도연결에 대비한 안전지표의 개발과 운

영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국제철도 연결을 위한 국가 간 협약 시 국내의 높은 철도안전성이 입증된다면, 국가 간 

철도 상호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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