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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Rules on the Safety Standard of Railroad Facilities', the ‘Detailed Safety Standards of 
Railroad Facilities' and 'the Standards for Railroad Design' unified of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risk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fire safety facilities should be quantitatively performed 
to ensure the safety in tunnels over 1km long. This paper aims at proposal of basic data for the safety 
facilities' planning with reasonable and appropriate scale through case studies on different model tunnels.

1. 서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 정책, 국내 지형적 특성 그리고 철도 고속화에 따라 철도터널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잦은 철도관련사고 보도로 인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철도터널의 방재계획 수립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철도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

터널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분석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철도터널 방재기준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피통로 설치 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내 기준의 경우 1km 이상 연장의 터널별 QRA 
분석을 통해 위험수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QRA 분석에 필요한 화재발생확률, 
화재발생 시나리오, 화재규모,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용기준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으로써 과다설계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세부적용조건들을 선정하

여 서로 다른 터널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고속철도용)들에 대한 QRA 분석과 동시에, 중요 대피촉진시설

중 하나인 대피통로 미적용 가능한 터널최대연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호남고속철도 등 터널

들에 대한 QRA 결과와 모델 터널의 분석결과를 종합, 피난촉진시설 관련 국내외 기준들과의 비교를 통

해 적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들은 향후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

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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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RA 분석 수행을 위한 세부적용조건

  도표 1은 QRA 분석을 위해 적용한 조건들에 대한 자료로써, 다양한 관련문헌 조사를 통해 현실적으

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값들을 선정하였다.

도표 1. QRA 분석을 위한 적용조건(‘[적용안]’ 참고)

구  분 적 용 조 건 비 고 (선 정 근 거)

화재사고 
발생률

∙[적용안]0.013 건/106tr·km(여객차량 화재사고건수 환산 적용) 철도통계연보
1] 및 운행장애월보 인용, 분

석(국가별 상이)

사
고
시
나
리
오

운행방향 ∙[적용안]하행 : 상행 = 50% : 50% 모델터널 적용사항 기준(도표 6 참고)

열차기동

∙[적용안]터널탈출 : 터널정차 = 95% : 5%
통계자료 미비로 산정 불가, 국외사례조사 
평균값 적용

∙터널탈출 : 터널정차 = 98% : 2%3]

∙터널탈출 : 터널정차 = 90% : 10%4]

화재진압

∙[적용안]초기진화 : 화재확산 = 90% : 10%
국외사례조사 자료 중 최소(초기진화), 최
대(화재확산)값 적용

∙초기진화 : 화재확산 = 90% : 10%5]

∙초기진화 : 화재확산 = 98.9% : 1.1%6]

터널 
화재지점

∙[적용안]시점 : 중앙 : 종점 = 33.3% : 33.3% : 33.3% 대피통로 미적용(최소 3개소 적용)
∙[적용안]대피통로를 기준으로 분할되는 구역을 1개 존으로 구획, 

각 존별로 3개 지점에 대해 평가
대피통로 적용

화재차량 
위치

∙전체 차량에 대해 모두 검토
계산 및 분석시간 고려, 최소 3개소 적용

∙[적용안]선두 : 중앙 : 후미 = 33.3% : 33.3% : 33.3%
배연운전 ∙[적용안]배연운전 : 배연고장 = 98% : 2% 도로터널에서의 고장확률 적용

탈출방향 ∙[적용안]화재반대방향 : 인접출구방향 = 0.5 : 0.5

화재강도 ∙[적용안]최대 화재강도 : 15 MW(객차)
호남고속철 자료 적용(문헌조사에서 최소 
6∼25MW 범위, 적용빈도는 13.5∼16.2MW
가 많으며, 평균값은 14.5MW로 분석)

사망위험 
평가기준

∙[적용안]사망 : 0.3<FED, 중상 : 0.2<FED≦0.3, 
         경상 : 0.1<FED≦0.2 유효복용분량(FED) 평가법 이용

사회적 
위험기준

∙[적용안]홍콩 PHI 기준 적용
철도터널의 안전성분석 평가절차서

2] 제시
사항 반영

3. 철도터널의 방재기준 현황

  국내․외 기준현황은 다음 도표 2, 3, 4와 같으며, 국외 전문협의체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국가별로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도표 2. 철도터널 방재관련 국내 설계기준

소관부서 방 재 기 준 비 고

국토해양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2011.06) 안전성 분석의 대상, 절차 및 기준 개선

철도설계기준(2011.06)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준 통합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개정(2011.08) 방재설비의 합리화 등 세부기준 정비

도표 3. 철도터널 방재관련 전문협의체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협의체 명 방 재 기 준

UIC(국제철도연맹) UIC Codex 779-9 "Safety in Railway Tunnels - Recommendations for safety measures(2003)
UN/ECE Recommendations of the multidisciplinary group of experts on safety in tunnels(Rail) (2003)
TSI(EU) 철도터널의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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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국내․외 철도터널 대피통로 간격 적용기준

국가(단체) 적 용 기 준

UIC(국제철도연맹) ∙피난장소 : 1,000m 간격(승객들 자력 탈출 평균거리 : 500m)
∙단선병렬터널의 횡갱 간격 : 500m

EBA(독일) ∙일반터널 : 최대 500m 간격 (지하철 : 300m)
일본(국토교통성) ∙대피거리 : 최대 500m 미만 간격

프랑스 ∙최대 800m 간격

UN/ECE ∙쌍굴의 단선병렬터널은 500m 미만 간격, 지상 출구쪽보다는 피난연결통로 이용

대한민국 ∙대피통로간 간격은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간격 유지

4. 정량적 위험도 분석

4.1 모델 터널 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모델 터널은 구배 -5‰, 단면적 40.27m2, 터널 둘레 23.94m이며, 도표 5
와 같이 연장만 달리하여 단선/복선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용 검토 방재시설은 대피촉진시설 중 대

피통로이다. 도표 6에서는 운행차량과 화재시 대피속도 관련한 기타 적용사항을 정리하였다.

도표 5. 모델 터널 현황

구  분
CASE

비 고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터널 형식 단선터널 복선터널 *Case1, 5는 대피통로 미적용 터널

최대연장 검토 Case임터널 연장 * 2.5km 5km 2.5km * 5km

도표 6. 기타 적용 사항

구  분 적용 내용 비 고

운행 차량 KTX(20량) 객차 18량, 기관차 1량, 발전차 1량
운행 횟수 상행 80회/일, 하행 80회/일
탑승 인원 939명 운전사 및 운영요원 포함

대피 속도 0.7∼1.4m/s 연기흡입시 0.45m/s

4.2 QRA 분석을 위한 기본사항

  “철도 터널의 안전성 분석 평가절차”2]
에 의거, QRA 분석은 사고시나리오 작성→화재 및 대피해석→

사망위험 평가→사회적위험기준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사고 시나리오는 도표 7과 같다.

도표 7. 단계별 화재사고 시나리오

사고구분 운행방향 열차기동 화재진압 화재지점 화재위치

화재사고 상행방향 터널시점부

하행방향 터널탈출 터널중간부 열차선두

터널정차 초기진화 터널종점부 열차중간

화재확산 열차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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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해석을 위해서 미국 NIST에서 개발한 FDS 모델을 사용하여 호흡선(바닥에서 1.5m 높이)에서의 

유해가스농도, 온도, 복사강도 분포를 분석하였고, 대피해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대피시간, 사망자수, 연
기이동위치, 연기에 포획되는 대피자수 등을 분석하였다.7] 그리고 사망위험 평가를 위해 열환경 및 유해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Purser의 유효복용분량(FED) 방법을 적용하였

다.8]

4.3 분석 결과

  철도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사회적 위험기준과의 F/N(발생확률/사망자) 선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그림1, 2와 같다. Case 2(단선 2.5km), Case 3(단선 5km) 그리고 Case 6(복선 5km)
의 경우 ALARP 범위(경제성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낮춰야 하는 영역으로, 범위 내 F/N Curve가 위치할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이 모두 고려된 방재계획으로 평가)를 벗어남으로써 추가적인 방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Case 4(복선 2.5km)의 경우는 적절한 방재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선터널의 경우 추가적인 대피촉진시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터널연장은 약 2.3km였으며, 복
선터널의 경우에는 약 4.3km로 분석되었다.

그림1. 터널지점별 FED 해석결과(단선 2.5km) 및 Case 1, 2, 3의 QRA 분석 결과

그림2. 터널지점별 FED 해석결과(복선 2.5km) 및 Case 4, 5, 6의 QRA 분석 결과

4.4 유사 설계사례 및 적용기준과의 비교

  모델 터널과 유사한 규모의 기존 설계사례와의 비교 자료는 도표 8과 같다. 철도 복선화 추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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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터널의 QRA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방재시설 계획수준은 터널 연장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터

널 구배, 터널 단면적, 통행열차 종류, QRA 적용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도표 8. 모델 터널과 유사사례 비교

구 분
모델터널

(단선)

모델터널

(복선)

유사 사례 1

(노령터널)

유사 사례 2

(정금터널)

터널 연장 2.3km 4.3km 4.3km(복선) 4.74km(복선)
터널 구배 -5.0‰ 13‰ 24‰, 10‰
터널 단면적 40.27m2 96.7m2 96.7m2 70.96m2

통행 열차 종류 여객 전용 여객 전용 여객/화물 혼용

방재 시설 미고려 대피통로 적용 미고려

적용 화재강도 15MW 10MW 15MW
방재시설 수준 적정 적정 적정

  상기 도표 4의 대피통로 적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격을 적용할 경우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나,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비용과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QRA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석시 적용된 설계제반내용을 기록, 보
존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내 기준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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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내 법규에 명시하고 있는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안전성, 경
제성 및 사회적 요구수준이 고려된 방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서로 다른 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에 대해 QRA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방재시설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사회적 위험기준 등을 고려한 터널 위험도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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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적인 방재시설의 계획이 필요하였고, Case 4(복선 2.5km)의 경우는 적절한 방재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터널들과는 별도로, 사회적 위험기준 범위 이내에서 방재시설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터널 최대 연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용조건 기준으로 단선터널의 경우 약 2.3km, 복선터널의 

경우 약 4.3km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향후 고속철도 터널 건설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3) 작성된 사고 시나리오의 각 분기비 산정시 적용조건들에 대한 발생확률은 국외 연구자들에 따라 다

소 상이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모델 터널과 유사사례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비슷한 연장의 철도

터널이라 하더라도 터널 특성과 어떤 세부기준들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QRA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QRA 분석을 위한 사고시나리오 분기비, 설계화재강도, 사망위험 평가기준, 사회적 위험기준 등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세부적용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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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량적 위험도 평가 절차없이 상기 도표 4의 대피통로 적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격을 철도터널

에 적용하는 것은 방재계획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건설비용 투입은 물

론, 향후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 기준과 같이 

안전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여건(고령화 추세 등 감안)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피통로간 간격을 정하여 방

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5) 국내 관련규칙 및 기준이 몇차례에 걸쳐 개정(항목 추가, 최근기술 반영 등)되었으나, 기술선진국 기

준들과의 세밀한 비교분석을 통한 추가필요항목 반영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성능중심 기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내 현행기준 중 유사 기준간 통폐합 그리고 상하위 기준 체계 정립을 통한 선진화

된 기준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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