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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의 총 교통사고비용은 약 49조 5천억 원으로 GDP의 3.17% 차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전 분야에서 약 114만 4천여건의 교통사고 발생
국내총생산(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3.17%로
미국(1.85%) 일본(1.35%), 영국(1.91%) 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항공사고 약 423억 원
철도사고 약 283억 원

심리적 비용(PGS)

약 23조

약 35억 원

해양사고 약 1,927억 원

5천억 원

약 2억 3천만 원

도로교통사고

물리적비용

약 49조

약 26조 원

2천억 원

약 9천만 원 약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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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약 49조 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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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881,931
2,296,266,795
2,056,328,821
1,909,183,059
111,579,685
2,015,099,141
9,196,675,910
2,589,818,045
2,767,295,393

사고건수(건)
198,895
66,225
61,640
58,249
2,070
47,139
254,154
58,646
64,549

건당 비용
32,077
34,674
33,360
32,776
53,903
42,748
36,185
44,160
42,871
(단위: 천 원)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2015년 기준)>

교통사고 예방구조의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고민해야 할 때
교통사고를 사고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미루지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고민되어야 함
교통사고 예방 구조의 도로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교통사고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 하에 교통안전사업에
등 범국가적 노력이 절실

말고 교통사고는 사회 시스템 전체의
조성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 구조의 근무환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구조의 사회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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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뉴스

‘월례조회’

‘한국교통대 대학원생 방원 세미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9월 4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

한국교통연구원은 10월 13일 본원 2층 소회의실

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월례조회’를 진행하였다.

및 시뮬레이터실에서 ‘한국교통대 대학원생 방원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이창운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으로 승진자 임명장 수여와 장기근속자 기념패

교통대 대학원생들에게 본원을 소개하고 교통과

증정이 있었으며, 연구윤리교육과 클라우드 및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시뮬레이터

개인정보 관련 전산교육이 이어졌다.

시연 등 연구원 견학도 진행하였다.

‘2017 LUTP (KOTI-WB 도시교통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2017 KOTI-World
Bank 도시교통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
하였다. 올해 6년차를 맞는 이번 2017 LUTP에는
인도, 부탄, 스리랑카, 이집트,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등으로부터 22명의 교육생들이 한국의
교통에 대해 교육을 받고 교통 시설들을 시찰하며
도시교통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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