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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조사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25조에 따라 작성되었다.
같은 법률 제1조에서 「철도사고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철도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에 따라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
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하고,
제32조에서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보고서는 철도분야의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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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태백선 문곡∼태백역간 열차 충돌후 탈선(2014. 7. 22.)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 운행노선 : 태백선
○ 발생장소 : 문곡∼태백역간(제천기점 97.162km)
○ 사고열차 : 제4852 ‘O-Train’ 관광열차(상행) 및 제1637 무궁화열차(하행)
○ 사고유형 : 열차 충돌 후 탈선
○ 발생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 17시 50분경

[그림 1] 차량 파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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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4년 7월 22일(화) 17시 50분경, 강원도 철암역을 떠나 서울 청량리로
가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제4852 ‘O-Train’ 관광열차(이하 ‘A’ 열차라 한다)가
태백선 문곡역에서 강릉행 제1637 무궁화열차(이하 ‘B’ 열차라 한다)와 교행을
하는 과정에서,
A열차 기관사가 문곡역 출발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여
문곡 제2 건널목 부근(제천역기점 97.162㎞)에서 마주오던 B열차와 정면충돌
후 탈선한 사고로 사고위치는〔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고위치
이 사고로 2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101명의 사상자(사망 1명, 부상
100명)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열차가 충돌 후 탈선되면서 A열차의 차량 3량과 B열차의 기관차 1량
및 객차 6량이 대파되었으며, 문곡역 제21호 선로전환기 일부도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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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태백선 문곡∼태백역 간에서 발생
한 열차 충돌 후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A열차 기관사가 문곡역을 진입하면서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ATS1)(Automatic Train Stop System, 열차자동정지장치)의 ‘경고 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동 복귀시키고 그대로 통과하였고,
로컬관제원과 건널목 관리원의 반복된 ‘비상정차 무선호출’도 듣지 못하는 등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아 마주오던 열차와 정면충돌 후 탈선하였으며,
기여요인으로는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에는 속도조절장치인
주간제어기2)(Master Controller, 主幹制御器)를 잡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기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하다가 본연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3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1) ATS(Automatic Train Stop System, 열차자동정장치) : 열차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신호기에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열차를 정지시키는 장치
2) 주간제어기(Master Controller, 主幹制御器) : 전차나 전기기관차 등의 주전동기의 기동, 속도의 조정, 정지, 운전방향의
전환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여 제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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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정보
1.1 사고경위
2014년 7월 22일(화) 17시 50분경 단선운전구간인 태백선 문곡역에서 A열차
(승차 인원 40명)가 먼저 들어가 정차 후 B열차(승차인원 63명)를 보내고 출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A열차 기관사가 출발신호기(3A) ‘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청량리를 떠나 강릉으로 향하던 B열차와 정면충돌하여 2개 열차의 차량
일부가 탈선되었으며 사고열차의 충돌 및 탈선지점은 [그림 3]과 같고 차량
파손상태는〔그림 4와 같다.

문곡

☜ 태백방향

약 97K162m
(충돌 )

무궁화(1637)

O-Train(4852)

1

52

22

번

112m

문곡2건널목

111m

번

번장내
진로)

1A(
2
15.8m328m

백산방향☞

2

23

21

51

번

3

53A

132m

출발)
정지

3A(

440m
683m

번
장비유치선
4

[그림 3] 충돌 및 탈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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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울 )방향

강릉방향 ☞

☜

O-Train(4852)

1637무궁화열차

제1637열차(NEL 8226호)

제4852열차(200351호)

[그림 4] 차량파손 상태
1.2

피해 사항

1.2.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101명의 사상자(사망 1, 부상 100)가 발생하였으며 사상자 및 부상
정도는〔표 1〕과 같다
계
101

구 분
승객
95

직원
6

사망
1

부상정도
중상
경상
100

[표 1] 사상자 및 부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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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A열차의 차량 3량과 B열차의 기관차 및 객차 6량이 [그림 5]와
같이 대파되었으며, 제21호 선로전환기도 우측 텅레일3)(첨단) 등이 파손되어
간접피해를 제외한 약 4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운전실 파손

객차 파손

기관사 제어대 파손

객차 파손

차체하부 파손

제21호 선로전환기 파손

[그림 5] 객차 및 선로전환기 파손상태

1.2.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태백선 4개 열차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버스 9대로 승객을
연계수송하고 또한 영동선으로 우회(2개 열차) 운행하였다.
3) 텅레일(Tongue rail) : 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된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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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적사항
1.3.1 기관사 A
기관사 A(남, 48세)는 사고당일 A열차를 운전한 자로 1984년 5월 4일 철도청
제천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기관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3년 4월 10일
기관사로 발령받아 제천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구간을 20년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로, 무사고 40만km(2004. 9. 18.),
20년 근속표창(2004. 9. 18.), 무사고 70만km(2011. 11. 2.)를 달성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표창을 수상하였고 업무로 인한 징계사항은 없었다.
1.3.2 기관사 B
기관사 B(남, 51세)는 사고당일 B열차를 운전한 자로 1986년 1월 16일 철도청
동해기관차승무사업소 차량관리원으로 채용되어, 1994년 8월 29일 기관사로
발령받아 동해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관사 근무경력은 20년으로 무사고 40만km(2004. 9. 18.), 20년 근속표창
(2004. 9. 18.), 무사고 70만km(2011. 11. 2.)를 달성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표창을
수상하였고 업무로 인한 징계사항은 없었다.
1.3.3 B열차 보조기관사
B열차 보조기관사(남, 39세)는 1995년 1월 1일 철도청 제천기관차승무사무소
에서 기관조사로 근무하다가 1993년 4월 10일 기관사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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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근무경력은 21년으로 무사고 40만km(2004. 9. 18.), 20년 근속표창
(2004. 9. 18.), 무사고 70만km(2011. 11. 2.)를 달성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표창을
수상하고 업무로 인한 징계 사항은 없었다.
1.3.4 A열차 여객전무
A열차 여객전무(남, 53세)는 1980년 12월 3일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3년
8월 19일 영주열차승무사업소 여객전무로 발령받아 사고일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1.3.5 관제사(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남, 45세)는 1990년 2월 6일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
(서울시 구로구 소재) 관제사로 발령(2006. 5. 2.)받아 사고일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1.3.6 로컬관제원(태백역)
로컬관제원(남, 44세)은 1993년 8월 30일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태백역 로컬
관제원으로 발령(2010. 7. 24.)받아 사고일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1.3.7 건널목 관리원
문곡역 제2 건널목 관리원(남, 62세)은 ㈜○○○테크 소속으로 B조에서 근무(09:00
∼ 19:00) 하고 있었다.
1.4. 차량 정보
1.4.1. 사고열차 조성내역
A열차는 ‘O-Train’ 관광열차(간선형 전기동차)로 총 4량으로 조성되었으며,
B열차(무궁화호)는 전기 기관차(EL8266)와 객차 6량으로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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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주요 제원
A열차의 차량(제200351호) 주요 제원은 [표 2]와 같고 B열차의 기관차
(EL8266)는 사고를 직접 야기하지 않아 상세한 제원 서술을 생략하였다.
크기
차량번호 자중(톤) 하중(톤) 최고속도 길이(m) 너비(m)
높이(m) 제조사 제조일자
일본 2009.3.27
200351 45.4 10.0 150km/h 23.5 3.18 3.9 (HITACHI)

[표 2] A열차 차량 주요제원
1.4.3. 사고차량(A열차) 검수 현황

A열차의 차량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규정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세칙에 따라
검수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2014년 6월 20일 병점차량사업소에서 경정비2(LI-2)를
실시하였다.
1.5 기상정보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사고당일 태백(문곡역)의 기온은 25.6℃의 맑은 날씨
였으며 상대습도 44%, 평균 풍속 2.4m/s 로 열차운전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탈선현장 정보
열차 충돌 후 탈선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신호 및 궤도설비 등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열차의 충돌 및 탈선장면은
[그림 6]과 같고 파손장면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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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장면

탈선 장면

[그림 6] 충돌 및 탈선 장면
☜ 제천방향

영주방향☞

④200351(2위대차탈선)

③200301

②200302

①200352

☜ 제천방향
⑥11287

⑤11512

영주방향☞
④10109

③12942

②12183

[그림 7] 차량파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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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계자 업무수행사항
1.7.1. 기관사 A
기관사 A는 2014년 7월 22일 17:35분 철암역에서 A열차를 1인 운전(정시
출발)하여 문곡역으로 진입하면서 문곡역 장내신호기에 ‘주의’ 신호가 현시됨을
확인하고 진입속도(35㎞/h)를 맞추기 위해 제동을 체결하여 약 30㎞/h로 낮춰
진입하였으며,
출발신호기 ‘정지신호’ 현시에 따른 ATS가 동작(17:48:08)되어 ‘경고 벨’이
울렸으나 ATS ‘확인’ 스위치를 눌러 복귀(17:48:12)시키고 다시 출력을 높여
제3번선을 통과하였다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35조(지적확인환호응답실시)에 따라 지적확인환호4)
(Pointing and calling out, 指摘確認喚呼)를 하여 출발신호기 ‘정지’ 현시와
제21호 선로전환기 개통방향(제2번 선으로 개통 됨)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서 제21호 선로전환기가 파손될 때
발생되는 충격(음)도 느끼지 못하였고 문곡 제2 건널목을 지나칠 때에는 건널목
관리원이 여러 차례 “비상정지”할 것을 무선전화기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듣지
못하고,
열차속도를 약 90㎞/h까지 높여 운행하다가 문곡 제2 건널목을 지나면서
마주오던 B열차의 앞부분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할 것 같아 기관사석 의자 뒤로 돌아가 의자를 붙잡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하며 운전실 앞 유리파편이 튀고 상당한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고 있었다.
4) 지적확인환호(Pointing and calling out, 單獨指摘確認喚呼) : 시각을 통해 지각된 대상을 손으로 지적 및 환호하여 성음이
청각을 통해 지각된 대상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강화시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여 집중력의 강화로
정확한 취급능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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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로부터 휴대전화가 걸려와 당시 상황을 간략
하게 보고하고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운전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출입문에 설치된 작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B열차 기관사의 부상상태를 확인하던 중 마침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하여 구급대원과 함께 B열차 1호차 객실 유리창을 깨고(출입문이 열리지 않음)
객실로 진입, 수회 객실을 왕복하면서 부상자를 유리창 밖으로 구호(약 40여명)
하였다.
승객구호를 마친 뒤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권유하여 구급차로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에 들러 열차사고에 대한 초동조사를
받은 다음 민둥산역 역무팀장에게 연락하여 역무팀장의 승용차로 제천소재
○○병원 응급실에 도착(20시25분경)하여 치료를 받았다.
기관사는 당초 문곡역이 교행 예정역이고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곡역 진입 시 장내신호기에 주의신호,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었고, ATS가 ‘정지’ 할 것을 벨 소리로 경고하였으나, 본인은 태백역 교행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5조(지적확인한호응답 실시), 운전취급규정 제163조
(신호 및 진로의 주시), 동력차 승무원지도운용내규 제92조(열차운전중 주의),
운전취급규정 제9조(무선전화기의 사용),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21조(운전
정보교한 및 운전취급),
철도안전규정 제40조의 2(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53조(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획되어 있던 정차
역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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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관사 B
B열차를 운전한 기관사 B는 2014년 7월 22일 제천을 떠나 강릉으로 가던
B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로 태백역에서 예정대로 정차하여 승객 승.하차를 마친
후 출발하면서 태백역으로부터 문곡역 교행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문곡역으로 접근하면서 제1폐색신호기의 중계신호기에 ‘제한’이 현시되었고
제1폐색신호기에 진입 할 때는 ‘주의’가 현시됨을 확인하였고, 약 40㎞/h로
운전하던 중 태백역으로부터 재차 “문곡역 신호기 외방” 에 정차하라는 통보를
받고,
태백역으로 들어가기 전 곡선(500R) 구간을 돌아 직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A열차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하면서
수차례 기적취명을 하였으나,
열차가 완전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A열차와 정면충돌하게 되었으며 충돌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1.7.3. B열차 보조기관사
B열차의 보조기관사는 태백역에서 출발신호기의 ‘주의’ 현시 상태와 여객
전무의 발차전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진행 중 문곡역 중계신호기에 ‘제한’을
확인하고 또한 태백역에서 A열차와 교행을 하니 신호기 외방에 정차하라는
무선통보를 받았다.
“문곡역 신호기 외방 정차 주의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페색신호기를
확인하니 ‘주의’가 현시되어 약 40km/h로 곡선선로(500R)를 들어가던 중 갑자기
A열차가 빠른 속도로 문곡 제2건널목 부근까지 오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기적
취명을 하였으나 충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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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관제사
관제사는 사고당일 A열차와 B열차는 문곡역에서 교행하도록 되어 있어 문곡역
장내신호기(Home Signal) 진로(Route) 2A-3T를 취급하여 ‘주의’ 신호를 현시
한 뒤,
B열차에 대한 진로를 자동(Auto) 위치로 하고 A열차와 B열차의 운행위치를
확인하니 예정대로 A열차는 철암∼백산역간을 운행 중이었고 B열차는 추전
∼태백역 간을 운행하고 있어 교행변경 등의 취급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열차운행상황을 DLP(Display Panel, 감시반)로 감시하고 있을 때 A열차가
먼저 문곡역 장내에 접근하였으며 이때 B열차는 태백∼문곡역사이 하행선
제1폐색신호기를 지나서 운행하고 있었으며,
A열차가 제3번선에 완전 진입하자 B열차에 대한 진로는 자동으로 제2번선
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2초가 지났을 때 제2번(2T) 쪽으로 진로가 구성되어
있던 제21T 궤도회로에 DLP상 적색이 표출되면서 점유표시가 나타났다.
순간적으로 본선 3T(3번)는 이미 점유상태라서 궤도장애 또는 통신장애,
고배전차선로 단전 등 이례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DLP 정보를 확인
하니 제3T 궤도가 해정(무점유)되고, XT궤도가 점유되기에 태백역 로컬관제원
에게 A열차의 운행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A열차 기관사와 무선통화가 되지 않아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21T 방향으로 점유되어 있던 궤도가 노란색으로 점멸(Flashing, 일반적
으로 선로전환기가 불일치 할 경우 발생되는 현상)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됨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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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로컬관제원(태백역)
로컬관제원은 A열차와 B열차를 문곡역에서 정상교행 시키기 위해 17:48분경
무선전화기로 운전정보를 교환하였으나 A열차와는 통화내용이 없었다.
B열차 기관사는 “예, 신호기 외방 정차 예고 주의운전“ 이라는 응답을 받았으며
감시반으로 열차운행상황을 감시하던 중 A가 제3번선에 완전히 진입하자 “A열차
정차위치 양호하다”고 무선통보 (무선녹취록 분석결과, “4852, 4852 정차위치
양호”라고 통보 함) 하였고,
이후 문곡역 감시반을 확인 시 제21T(제21호 선로전환기)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
나며 제3번선(3T)에는 열차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 A열차가 문곡역을 출발
신호기 ‘정지현시’ 상태에서 통과하여 제21호 선로전환기를 파손시켰음을 순간
인식하고,
즉시 A열차 기관사를 무선전화기로 호출하여 “비상정지” 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던 중 문곡 제2건널목 관리원도 계속 “정지”하라고 무선 통보하는 것을
들었으며 잠시 뒤 문곡 제2건널목 관리원으로부터 열차가 충돌하였다는 무선
통보를 받고 관제센터 및 관련부서에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119 및 112 응급
복구반에도 긴급 출동하도록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로컬관제원은 열차가 계획적으로 정상교행 할 경우 기관사에게 강제적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운전정보교환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7.6. A열차 여객전무
A열차 여객전무는 철암역을 정시 출발하여 객실을 순회 중, 태백역 정차에
대한 자동안내방송이 송출되기에 다시 정차역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 운전실로
이동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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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한 무전기에서 다급하게 “비상정차”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꽝”하며
열차가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객실 내 의자와 부딪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위해 후부 운전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 보니
열차가 정면충돌해 있었으며,
건널목에 나온 마을 주민들에게 119 신고를 의뢰하고 열차전부로 이동하던
중 여승무원이 다급하게 호출하여 객실내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충돌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승객들이 많아 여승무원과 함께 흉부압박을 하며 구호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객실 내 승객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안내
하였고 태백역에 구급차량과 버스 등을 추가 요청한 뒤 119 구급대원과 함께
승객 구호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1.7.7. 건널목 관리원
문곡 제2건널목에 근무하는 건널목 관리원은 ㈜○○○테크 소속으로 2014년
7월 22일 17시 44분경 태백역으로부터 B열차가 태백역을 출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근무하던 중 건널목 보안장치가 동작하고 “경고 벨”이 울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통제한 뒤,
태백역 방향의 B열차를 확인하는 사이 문곡역 방향에서 A열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건널목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어 무선전화기로 “정지하라”고 수회 큰
소리로 알렸다.
건널목 관리원은 A열차가 건널목을 빠르게 통과 후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B열차와 정면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태백역에 열차충돌 사실을 급보한 후
119에 신고 및 건널목 차량통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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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1 승무계획(A열차 기관사)
A열차 기관사의 사고당일 승무계획은 제천 ↔ 철암간 ‘O-Train’ 열차를 1왕복
후 승무를 마치는 것으로 총 운전시간은 4시간 25분, 주행거리는 215.6㎞로,
제천역을 09시 59분 정시에 떠나 철암역에 12시 12분에 도착하여 약 5시간 20분
을 쉬었다가,
철암역에서 17시 35분(정시)에 A열차를 운전하여 [그림 8]과 같이 3번째 역
(①철암→ ②백산→ ③문곡→ ④태백→ ⑤추전→ ⑥고한→→→⑳제천)을 들어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
제천

철암
4851

09:59
09:19 출근

4852

19:47

12:12
도중휴게
(12:12~17:05)

17:05 출근
17:35

[그림 8] 승무계획(A열차 기관사)
2.2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2.2.1 A열차(제200351호)
A열차는 문곡역에 들어갈 때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고 ATS가
이를 수신(17:48:08)하여 “경고 벨”이 울렸으나, 기관사가 4초 후 확인(복귀)
스위치를 누르고(17:48:12) 그대로 운행하였다.
약 33㎞/h에서 주간제어기를 2단으로 조절하고 34㎞/h에서 최대 4단으로 높여
396m를 운전하다가 90㎞/h 도달 할 때 타력(Coasting 打力) 운전으로 진행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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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곡 제2 건널목 부근에서 B열차를 발견하고 약 86.3㎞/h에서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약 53㎞/h로 정면충돌(17:49:38)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돌 후 운행기록은 충돌 당시 충격으로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시간보정: 약–17초]

NO
①
②
③
④

시간
17:48:08
17:48:12
17:48:43
17:49:21
17:49:29
17:49:38

속도(km/h)
49.8
47.2
30
90
86.3
53

상 황
ATS 정지신호 수신
ATS 정지 확인 취급
견인운전(1단~4단)
견인차단
비상제동
충돌(추정)
기록이 없음

비 고
제한속도 이하

[표 3] A열차 운행정보기록(제200351호)
2.2.2 B열차(NEL 8226호)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B열차는 태백역을 출발한 후 약 59km/h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약 34㎞/h에서 타력운전으로 문곡역에 접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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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구간을 돌아 직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순간 약 88m 전방에서 A열차가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 35㎞/h에서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약 34m를
지나 약 30㎞/h 속도에서 정면충돌 하였으며 내용은 [표 4]와 같다.
[시간보정 : 약 –15초]

58

태백

40

34

40
35

511m

0

①

39

②

0

③

⑤

④

⑥

⑦

88m 전방
429m 전방

N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17:45:51
17:46:28
17:48:55
17:48:57
17:49:26
17:49:31
17:49:38

속도(km/h)
0
34
39
40
40
35
0

상황
태백 출발
견인 차단
장내 정지 ATS동작
정지 ATS동작 복귀취급
상용제동 취급
비상제동 취급
충돌 후 정차

비고

[표 4] 열차 운행정보기록(NEL 8226호)

2.3 열차무선통화 내역
사고발생 당시 태백역 로컬관제원은 B열차 기관사에게 문곡역 장내신호기
밖에서 정차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A열차 기관사와는 운전정보를 교환한 무선
통화내용이 없으며, 건널목 관리원과 태백역에서 수차례 A열차에 대하여 “비상
정차” 하라는 무선 통화내용이 [표 5]와 같이 녹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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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보정 :약＋20초]

시간

태백역
로컬관제원

1637
기관사

1637
여객전무

4852
기관사

철도1637제동기능
좋 철도1637열차
습니까? 태백역 이상
기능 양호 제동
17:41:51 제동기능 양호
그리고
정차역
입니다. 네착선3번운전취급
착선
3번
도착지점
제동취급엄정히합시다. 엄정히합시다. 이상
17:45:38

1637열차, 1637열차
태백역3번선출발진행
발차 전무이상
1637열차
3번선 출발
진행 확인발차
기관사 이상

자 ∼ 1637은 일찍
가셔
가지고4852교행취급
합니다.
지금
장내진입
중입니다.
17:47:18
네기외정차예고, 주의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4852 정차위치
17:48:25 4852,
양호합니다.
4852이후에
17:48:26 문곡에
1637 들어갑니다.
17:48:58 4852태백
17:49:03

4852 이상

17:49:05 자
요 문곡 정차 했지
17:49:08

정차해요 정차, 정지,
정지(건널목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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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역
1637
1637
시간
로컬관제원
기관사
여객전무
차 나와요.
17:49:09 4852정지 수회 건널목
차 나와(관리원)
17:49:32 거4852 왜그래요
태백 나오세요.
14:49:38 말씀하세요. 태백이상
지금
두 개 열차4852가
지금
충돌났어요,
17:49:42
지금 못가잖아요
(관리원)
17:49:47 태백역 이상
지금 충돌했어요..

빨리와보세요.
(관리원) 빨리
1637 태백
1637 아 지금
1637 태백
1637입니다. 태백
17:50:39 팀장님이세요.
빨리가빨리(관리원)
태백 1637
네 태백입니다 아지금충돌했구요.
말씀하세요. 지금태백에서출발내
놓은상태입니까?
17:51:43
태백 이상

4852
기관사

비 고

태백역나오세요.
4852 이상!
아지금열차가충
돌했는데

태백
태백 나오세요.
나오세요. 1637
1637

[표 5] 무선통화 내용

2.4 승무원 열차운행 시각표(A열차)
2.4.1 기관사 시각표
기관사의 열차운전시각표를 확인한 결과 운전취급규정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정차 역은 ‘노란색’으로 덧칠을 하여 기관사가 정차 역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있었으며 문곡역의 경우 비고란에 ‘ × 1637 교행’이 [표 6]과
같이 명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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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열차시각표)

제4852열차 시각표

[표 6] 기관사 시각표

문곡역 교행 표기

2.4.2 여객전무 시각표
여객전무 시각표를 확인한 결과 운전취급규정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열차시각표 복사본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문곡역은 승객을 취급 하지 않는 ‘B열차
교행’으로 주의사항을 [표 7]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별지 2호(열차시각표)

제4852열차 시각표

[표 7] 여객전무 시각표

문곡역 교행(특성카드)

2.5 운전보안 장치
2.5.1 신호보안 장치
태백선의 신호현시 방식은 [그림 9]와 같이 진행(G), 주의(Y), 정지(R)의
지상 3현시 신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운행되면 후방
신호기는 ‘정지’ 신호를 현시토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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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

G

G

G

Y

R

[그림 9] 지상 3현시 신호방식
A열차의 경우 문곡역 장내신호기는 주의(45km/h) → 출발신호기는 ‘정지’
→ ATS가 “경고 벨”을 울렸으나 기관사가 수동복귀한 후 출발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였으며,
B열차는 문곡역 장내신호기 ‘정지’로 주의운전을 하였고 A열차가 제3번선에
진입하면서 장내신호기 ‘진행’ 현시 → 출발신호기에도 ‘진행’ 신호가 현시되었고
B열차는 기관사가 장내신호기를 확인 전에 A열차와 정면충돌하게 되었으며
신호현시 상태는 [그림 10]과 같다.
827m

출발
ATS
98.690
103.272 100.930

백산
103.500

장내
ATS
99.315

99.013

상197.400
폐색ATS
98.488

97.845

#4852

#1637

97.642

문곡
98.124

845m

문곡
2RC
97.273

97.162

96.0“71

1,202m

[그림 10] 신호현시 상태
2.5.2 전자연동 장치
사고발생 당시 전자연동장치를 분석한 결과 열차교행에 따른 문곡역의 모든
신호현시 상태는 [그림 11]과 같이 정상적으로 현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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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출발(3A) 정지

상장내(2A) 주의

하장내(1A) 정지

열차

4852

열차

1637

상장내(2A) 정지

하출발(4B) 진행

하장내(1A) 진행

[그림 11] 전자연동장치 현시 상태
2.5.3 신호보안 장치 고장이력
사고발생 구역(백산∼문곡∼태백역간)의 신호기 고장 및 장애내역 (2010. 2. 3.∼
2014. 7. 3)을 확인한 결과 신호기 고장 및 장애발생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었다
2.5.4 ATS 지상 및 차상장치(A열차) 고장이력
2007년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백산∼태백역간 ATS의 지상장치 고장이력을
확인하였으나, ATS 지상자에 관련된 고장은 발견되지 않았고 A열차 차량도
2009년 3월 27일 일본에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ATS 오동작이나 고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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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일 ATS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사고발생 이전에도 태백선 백산∼
문곡∼태백역간 운행을 하면서 ATS 차상장치의 고장 및 오동작은 없었다.
2.5.5 출발신호기 오인 가능성
상행선 출발신호기(3A)는 하단에 기관사가 선로를 혼돈하지 않도록 번호로 된
식별표지를 부착하였으며 출발신호기의 신호현시 상태는 열차가 장내신호기를
진입하면서 확인이 가능하며,
당시 제2번선과 제3번선의 출발신호기는 모두 ‘정지’ 신호를 현시하여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할 요인이 없었으나, 기관사가 신호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다.
2.6 전자연동표시제어부 기록
A열차가 문곡역 장내신호기를 진입하면서 B열차와 정면충돌을 하기까지의
전자연동표시제어부를 분석한 결과 신호 및 진로구성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분석내용은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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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48:20경 A열차 문곡역 제3번선 장내신호기 진입

② 17:48:43경 A열차 문곡역 제3번선 승강장 진입

C4852

③ 17:49:02경 A열차 제3번선 도착 및 B열차 제2번선 통과 진로 구성

C4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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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7:49:04경 A열차 3번선 출발정지상태에서 진출21T 점유(출발신호기 지남)

⑤ 17:49:09경 A열차 21호 선로전환기 지나면서 파손(할출)

⑥ 17:49:38경 문곡 제2건널목을 지나 A열차와 B열차가 정면충돌

#1637

#4852

충돌

21

호 할출

[그림 12] 전자연동표시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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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열차교행 적정성
A열차와 B열차는 당초 계획대로 문곡역에서 정상 교행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교행을 변경할 사유는 없었다.
2.8 열차무선 송. 수신 상태
사고발생 당시 A열차 기관사가 “비상정차 무전호출”을 난청에 의하여 듣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문곡역을 기준으로 열차무선 난청지역을 확인(2014. 8. 12.)
한 결과 열차 무선 송ㆍ수신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A열차가 문곡역을 진입하기 전방 1,176m 부터는 무선감청 상태가 양호
하였고 문곡역에서 태백역까지도 난청지역이 없었으며 특히 문곡역부터 문곡
제2건널목을 지나 사고지점까지의 무선 송ㆍ수신 상태가 양호한 구간으로
[그림 13]과 같이 확인되었다.

[그림 13] 열차무선 난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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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전측선
문곡역은 ATS가 운영되고 있고 과주 여유거리 약 840m가 확보되어 있어
안전측선5)(Refuge Siding, 安全側線)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철도
설계기준에 안전측선을 생략하는 경우는 [표 8]과 같고 안전측선의 형상은
[그림 14]와 같다.
안전측선 설치(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 노반편)
◦ 안전측선을 생략하는 경우
- 방호를 위해 신호기 외방의 신호기가 경계신호를 현시하는 장치를 가졌을 때
- ATS 설비 신호기 또는 열차정지 장치의 위치에서 전방으로 200m 이상의
과주여유거리6)(Safety Allowance for Overrunning, 過走餘裕距離)를 설정했을
때(동차 및 전동차는 150m 이상)단, 정거장 내 측선의 경우는 입환신호기 또는 차량
정지표식의 전방으로 50m 이상의 과주여유거리를 설치했을 때 또는 구내운전
속도를 25km/h 이하로 설정되었을 때
- ATC를 설치했을 때
＊ 한쪽의 장내신호가 진행 신호 현시일 때 다른 쪽의 장내신호기가 반드시 정지신호
현시되도록 연동을 설치, 동신진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안전측선은 불필요하다

[표 8] 안전측선 생략

[그림 14] 안전측선
5) 등에
안전측선(Refuge
Siding, 安全側線)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정거장이탈하도록
구내로 동시
진입할측선때 과속주행, 신호오인
의한 차량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열차를
그 선로로부터
부설한
6) 과주여유거리(Safety
Allowance사고가
for Overrunning,
過走餘裕距離)
: 열차 길이
또는 차량이 정지할 때 잘못하여 그
위치를 지나갈 것을 예상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 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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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전기, 신호, 궤도시설 정보
태백선 문곡∼태백역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및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선로의 전차선은 교류 25㎸를 공급하는 커티너리(Catenary) 가선방식으로
신호현시와 진로개통상태 등 전기, 신호, 궤도설비에는 이상이 없었다.
2.11 기관사 휴식시간
A열차 기관사의 휴식시간을 확인한 결과 사고발생 전일(2014. 7. 21.) 08시
40분에 퇴근하여 집에서 별다른 활동없이 휴식을 취하였고, 사고당일에는 09시
19분에 출근하여 20시 07분에 승무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사고발생 이전 5일(120시간) 기준으로 휴식 시간은 [표 9]와 같이 약 98시간
(81.7%)으로 기관사의 휴식시간 부족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발생 이전 근무현황(5일전)
구분
승무열차

7/17
42G03Dia
4854/1642
출근
출/퇴근 14:20
20:37 퇴근
휴양/ 근무 14휴 근무

7/18
S
36휴

7/19
42G01Dia
4853/4854
09:20 출근
20:25 퇴근
근무

7/20
7/21
42508Dia
휴
3225/1632
18:18출근
익08:40퇴근 08:40퇴근
24휴 근무 24휴

휴양

근무

7/22
42G01Dia
4851/4852
09:19 출근
20:07 퇴근
근무

[표 9] 기관사 휴식시간
2.12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
A열차 기관사의 사고당일 승무시작 전 승무적합성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피로, 질병, 음주여부 등의 상태가 [그림 15]와 같이 모두 양호하여『승무적합』
판정을 받고 승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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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승무적합성 검사
2.13 기관사 교육관리
A열차 기관사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현황을 확인한 결과 승무원의 취급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장 특별면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사고
사레교육도 [표 10]과 같이 시행하고 있었다.
순번
1
2
3
4
순번
1
2
3
4
5
6
7
8

교육일
2014.3 9.∼3.18
2014.4.15.∼4.17
2014.5.2.∼5.17
2014.5.28.∼6.6
교육일
2014.1.6.∼1.13
2014.3.17.∼3.24
2014.3.27.∼4.3
2014.4.15.∼4.22
2014.4.24.∼5.1
2014.5.7.∼5.14
2014.5.30.∼6.6
2014.6.9.∼6.16

특별면담 및 정신교육 내용
직무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운전취급엄정지시 특별교육(인천역 전동열차 정지신호)
운전취급엄정지시 특별교육(서울메트로 전동열차 추돌)
직무사고예방 특별교육(오봉역 역무원 직무사고)
사고사례 교육 내용
취급부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이행철저 지시
해외(미국)가스폭발 건물붕괴 사고사례
미국 시카고 통근열차 탈선사고사례
열차운전취급 엄정 지시
동력차승무원 복무기강확립
이례사항발생시 열차정지등 초기대응 철저 지시
관제지시 및 승인에 따른 운전취급 엄정 지시
사고사례 전파교육

[표 10] 승무원 교육 현황

2.14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
기관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53조(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따라 운전취급개시 전 및 운전취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철도
안전관리시행세칙 개정 전 잠정지시(안전계획처-3158, 2014. 6. 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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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운전실에 승차할 때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기관사는 승무 중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
하였고, 사고발생 6분 전에도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 및 메시지를
송ㆍ수신하였으며,
2014년도 1월부터 사고발생 당일까지 총 191회의 승무 중 134회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5 기관사 1인 승무 적정성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국유철도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96)”에 따라 1996년
5월 1일부터 일반여객열차(CDC, RDC) 를 시작으로 KTX, 전동열차, 신형 전기
기관차(NEL) 등에 대하여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자체에서 1인 승무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최근
5년간 일평균 열차운행 횟수 대비 기관사 취급부주의 사고발생 비율은 1인
승무 0.065, 2인 승무 0.188로 2인 승무 시 사고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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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3.1 조사결과
3.1.1 A열차 기관사는 문곡역 진입 전에 ATS 정지신호를 수신하였으며, 4초 후
확인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열차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1.2 A열차 기관사의 운전시각표에는 문곡역에서 열차교행으로 ‘1분 정차’ 시분이
지정되어 있었다.
3.1.3 사고당시 차량, 궤도 설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선로에서도 열차
충돌 및 탈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열차무선전화기
통화상태도 문제점이 없었다.
3.1.4 사고당일 날씨는 사고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었다
3.1.5 전력 및 신호설비는 열차가 정상적인 신호현시와 전력공급에 따라 운행
되어 충돌 및 탈선사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3.1.6 A열차 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사용이 금지된 휴대전화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였고 사고발생 6분 전에도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여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1.7 문곡 제2 건널목 관리원이 A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A열차 기관사에게 비상무선호출을 하였으나 기관사는 이를 듣지 못했다.
3.1.8 A열차 차량의 검수는 “철도차량유지보수세칙”에 따라 기본검수(ES),
경정비2 (LI-2) 검수 등을 주행거리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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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신호기(장내 및 출발)의 설치위치 및 확인거리는 양호하였다.
3.1.10 승객구조작업은 119구조대원들이 인근에 위치하여 신속히 이루어 졌다.
3.1.11 문곡역은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노반편)에 따라 안전측선을 설치
하지 않았다.
3.1.12 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하여 열차가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에서 통과
할 수 없도록 문곡역을 포함한 전국의 신호 3현시 점제어식 ATS 사용
구간에 ATS(점제어식) 지상자를 출발신호기 앞에 추가 설치하는 등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사고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태백선 문곡∼태백역 사이에서
발생한 열차충돌 및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A열차 기관사가 문곡역을 진입하면서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ATS의 ‘경고 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동으로 복귀시키고 그대로
통과하였고,
로컬관제원과 건널목 관리원의 반복된 “비상정차 무선호출도” 듣지 못 하는 등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아 마주오던 열차와 정면충돌 후 탈선하였으며,
기여요인으로는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에는 속도조절장치인
주간제어기를 잡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기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하다가 본연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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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권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태백선 문곡∼태백역간에서 발생한 한국철도
공사 열차 충돌 및 탈선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4.1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4.1.1 열차운전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제도적 강제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
4.1.2 철도안전 확보와 기관사 집중력 강화를 위한 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검토.
4.1.3 열차가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에서 통과 할 수 없도록 문곡역을 포함한 전국의
신호 3현시 점제어식 ATS 사용구간에 ATS(점제어식) 지상자를 출발
신호기 앞에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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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하여 본 보고서(인쇄본)에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철도용어를 쉽게 풀어서
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http://www.arai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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