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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운전 처벌 및 단속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연간 알콜 소비량은 평균 9.6 리터(순도알콜 환
산, 2016년 기준)로 우리나라 평균 소비량인 10.9 리터에 비해

음주운전 실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네덜란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연례적으로 주말 심야시간(금요일,

사고 사망자수는 75 ~ 140명으로 집계되어 총 교통사고 사망

토요일, 오후 10시 ~ 새벽 4시)에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하고 있

자수의 12 ~ 23%를 차지했다[1].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의 음주

다[2]. 이 조사는 단속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음주운전 실태를

[그림 1] 연도별 운전자중 주취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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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통계적 분석 및

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나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에는 민사

정책 입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한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 전역 55개 지점에서 약 13,000건의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등이 있으며,

음주검사(breathe test) 및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최근

형사적 책임은 형법에 의한 벌금, 구금형 및 사회봉사, 행정적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5%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책임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특별 교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수 등을 뜻한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표 1]과 같다.
혈중알콜농도 1.30‰ (0.13%) 이하이며 1회 적발 시에는 보통

음주운전 처벌 현황

벌금 및 면허정지로 처벌에 그친다. 1.31‰ (0.131%) 이상일 때,

네덜란드에서 음주운전은 범죄로 간주된다. 처벌규정은 형법

5년 이내 2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

[표 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1회 적발 기준)
일반 운전자(운전경력 5년 이상)

초보 운전자(운전경력 5년 미만)

혈중알콜농도(‰)

벌금(€)

면허정지

교육

사회봉사기간

벌금(€)

면허정지

0.22 - 0.8

-

-

-

-

300

-

0.54 - 0.8

325

-

-

-

300

-

LEMA

-

0.81 – 1.00

425

4개월

LEMA

-

350

4개월

EMA

-

1.01 - 1.15

550

4개월

EMA

-

450

4개월

EMA

-

1.16 - 1.30

650

4개월

EMA

-

550

4개월

EMA

-

1.31 – 1.50

650

4 ~ 6개월

EMA

-

650

4 ~ 6개월

-

1.51 – 1.65

750

6개월

EMA

-

750

6개월

-

1.66 – 1.80

850

7개월

EMA

-

850

7개월

-

1.81 – 2.00

950

8개월

-

950

8개월

-

2.01 – 2.15

950

9개월

-

950

9개월

2.16 – 2.35

1,000

10개월

-

1,000

10개월

-

2.36 – 2.50

1,000

12개월

60시간

1,100

12개월

60시간

2.51 – 2.75

1,100

15개월

70시간

1,100

1개월

70시간

18 - 27개월

80 - 100시간

18 - 27개월

80 - 100시간

> 2.76

전문의
적성검사

참고
- LEMA: 2일간의 음주운전 교육과정임. 교육비 562유로는 본인이 부담함
- EMA: 4일간의 음주운전 교육과정임. 교육비 894유로는 본인이 부담함
- 전문의 적성검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함

교육

사회봉사기간
-

전문의
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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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OB 캠페인 TV 광고

출처: www.daarkunjemeethuiskomen.nl

혈중알콜농도 1.66‰ (0.166%) 이상일 때, 사고발생 및 5년

BOB 캠페인

이내 2회 이상 적발인 경우 법원으로 소환되어 판결에 따라 처
벌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1회 이상 적발시 음주운
전경력은 전과로 남게된다.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부터 정부의 주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사고는 6년 이하

여러명이 술을 마시러 갈때 한 사람이 자원하여 술을 마시지

의 구금형 또는 82,000유로의 벌금(카테고리 5), 부상사고는

않는 BOB (Bewust Onbeschonken Bestuurder, 지명운전자)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500유로(카테고리 4)의 벌금에 처

이 되는 것이다. BOB은 술자리가 끝난 뒤 운전을 책임지고 안

해진다.

전한 귀갓길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카
니발 축제기간, 새해 연휴 기간등에 집중적으로 라디오 및 TV를

음주운전 단속 현황
네덜란드의 음주운전 단속은 주로 무작위 노상 검문(Random
breath test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2017년 노상 단속은 3,097회 실시되었으며
2013년 6,025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간에 단속지점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가 감소 했기 때문이다[3].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그림 2].
특히 이 캠페인은 젊은 연령층에 큰 호응을 얻으며 “Bob jij of
Bob ik?”(“오늘 누가 BOB야?”) 라는 유행어는 유명 네덜란드어
사전(The Dikke van Dale)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캠페인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같은 시기에 경찰의 음
주운전 단속의 효과와 구별해낼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페인의 효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약 75%의
운전자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 캠페인이
다음 세가지 행동심리학적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5].

네덜란드

일본

미국

1. 명확한 사회규범 제시
(introduce a social norm and also make it visible)
2. 모범사례 제시
(set a good example of conduct)
3. 구체적인 행동양식 제시

공유 도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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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30‰ (0.03%)로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위험 그룹(저연령, 초보운전자)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 입안이 필
요해 보인다.

(offer a concrete, workable action perspective)

마치며
음주운전은 알면서도 또 하게 되는 습관성이라고 한다. 도로
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상습적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짧아
진다(1회: 649일, 2회: 536일, 3회: 419일, 4회: 129일).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초보•저연령 운전자에 대해 보다 엄
격한 단속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

참고문헌
1. SWOV (2018).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WOV Fact
sheet, July 13, The Hague. https://www.swov.nl/en/facts-figures/
factsheet/driving-under-influence-alcohol
2. I&O Research (2018). Rijden onder invloed in Nederland in 20022017: ontwikkeling van het alcoholgebruik van automobilisten
in weekendnachten. Ministerie van Infrastructuur en Waterstaat,
Water, Verkeer en Leefomgeving WVL, 's-Gravenhage.
3. Minister van VenJ (2017). Antwoorden op Kamervragen over het
aantal alcoholcontroles in het verkeer. Brief aan Tweede kamer.
Ministerie van Justitie en Veiligheid, Den Haag.
4. https://www.daarkunjemeethuiskomen.nl/bob/over-de-campagne
(Accessed 15 Dec, 2018)
5. A lcocer, S. (2016). Effectiviteit van de gedragsverandering
mechanismen binnen de Bob campagne. Hogeschool Utrecht,
U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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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음주운전 처벌현황
김재열 |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들어가며

또한,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죄의 신설과 위험운전 치사상죄
의 적용대상 확대도 실시되었다.

일본의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는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되기 시작하였

2. 음주운전관련 처벌내용

다. 2004년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신설과 처벌 강화가 이루

도로교통법에서는 2007년 9월에 법 개정을 실시하여 취기운

어졌으며, 2007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

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서 음주운전 엄벌화를 위한 법 개정이 계속되었다.

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과 주류를 제공한 사람과 동승한 사

이러한 일련의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 중대사고의 발생과 그

람에 대해서 [그림 2]와 같이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

보도를 배경으로 한 여론에 힘입어 실시되어 왔다. 특히, 위험운

6월의 법 개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위반행위의 처벌내용 등

전 치사상죄 신설은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의 서명활동

을 대폭 강화하였다.

을 계기로 실현되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음주운전관련 법령 및 처벌내용에 대해
서 소개하고자 한다.

마치며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사망사고 비율

음주운전관련 법령 및 벌칙
1. 음주운전관련 주요 법 개정 내용

이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8.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본인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
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음주운전 엄벌화에 관한 주요 법 개정 내용은 [그림 1]

그러나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엄벌화를 통해 취기운전과 음주

과 같다. 2001년 개정에서는 음주운전과 구호의무 위반 등에 대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시 충분한

한 벌칙이 강화됨 동시에 위험운전 치사상죄(최고 징역 15년)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신설되었다.

예를 들면, 처벌의 엄벌화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

2004년에는 유기형의 상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

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등 더욱 심각

정이 이루어졌으며, 위험운전 치사죄의 징역형 상한이 15년에

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음주운

서 20년으로 위험운전 치상죄의 징역형 상한이 10년에서 15년

전 사고로 처리될 사안이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어 음주운전사고

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과 구호의무 위반

의 발생건수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주변 사람에 대한 벌칙도
정비되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1년 형법 개정 이후에 뺑소니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엄벌화가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뺑소니

네덜란드

일본

미국

공유 도로

부록

[그림 1] 일본의 음주운전 엄벌화

사고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실시하였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창호법 발의로 인해 처벌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여론
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
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참고문헌
오키나와현 경찰본부 홈페이지, http://www.police.pref.okinaw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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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취기운전과 음주운전 처벌내용
■취기운전 등의 금지(제65조 제1항)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위반점수는
35점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3년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급

■음주운전의 경우(제117조 2의 2 제3호)

·호기 1리터 중 알코올 0.25mg 이상인 경우
→ 위반점수는 25점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
·호기 1리터 중 알코올 0.25mg 미만인 경우
→ 위반점수는 13점 면허정지, 정지기간은 90일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제65조 제2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취기운전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제65조 제3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취기운전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취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을 요구하거나 의뢰하여 동승하는 것을 금지(제65조 제4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취기운전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네덜란드

일본

미국

공유 도로

부록

8 9

KOTI Vision Zero Brief

로스엔젤레스의
‘차 없는 거리의 날(CicLAvia)’
홍의석 | University of Oxford 국제보건연구소 책임연구원

로스엔젤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연중 내내 따사로운 햇살

체증에도 불구하고 로스엔젤레스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사랑

과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가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은 대단하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800만

그것은 바로 지독한 교통체증일 것이다. 로스엔젤레스는 전세

으로 이는 인구수가 비슷한 동경(4,900만대)이나 뉴욕(3,600만

계 도시 중 교통체증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6년째 이

대)에 비해 약 두배나 많은 수치다(Lo, 2018). 하지만 이런 자동

어가고 있다(Burfeind, 2018). 실제로 특정 구간에서는 평소에

차 왕국이라 불리는 로스엔젤레스에서도 몇 년 전부터 새로운

10분도 채 안 걸리는 길이 출퇴근 시간에는 6시간 이상 걸릴 정

바람이 불고 있다. ‘씨클라비아(CicLAvia)’라로 불리는 차 없는

도로 끔찍한 교통지옥으로 변한다(Lo, 2018). 이런 끔찍한 교통

거리의 날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씨클라비아 행사 모습

출처: Konsella, 2018

KOTI Vision Zero Brief

[그림 2] 씨클라비아 행사 장소 및 전과 후 모습 비교
(a) Map of CicLAvia Events

(b) Typical Sunday

(c) CicLAvia Sunday

출처: Hong, 2016

씨클라비아는 원래 1974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작된 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씨클로비아 프로그

클로비아(Ciclovia)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씨클로비아는 주

램은 유럽 및 북미 전역으로 퍼져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었고 오

말마다 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픈스트릿(Open Streets), 즉 개방형 도로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

대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로 활용 기법으로 발전되었다. 자동차 왕국이라 불리는 로스엔

램이다. 이는 도로가 단순히 차가 다니는 통로라는 인식에서 벗

젤레스도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2010년부터 차 없는

어나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거리의 날 행사가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씨클로비아의 “로(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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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로스엔젤레스의 약자인 “라(la)”로 바꾼 재치 있는 작명 센스

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과 같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가 돋보이는데, 초기에는 일년에 한번 꼴로 행사가 이루어져 구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끊임

색 맞추기 식의 이벤트성에 그쳤다면 지금은 매년 6-7건의 차

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없는 거리의 날 행사가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되어 단발적인 이
벤트를 뛰어넘어 정식 교통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수 있는 가능
성도 논의 되고 있다([그림 2] 참조).
로스엔젤레스의 시클라비아 행사는 기존의 거리축제나 마을
축제와는 다른 성격을 띈다. 거리축제가 시민문화의 한 부분으
로 받아들여 진다면 시클라비아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
의 질 향상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까닭에 캠
페인이나 시민운동의 성격이 더 강하다. 실제로 시클라비아 참
여를 통한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Cohen et al, 2016)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감소(Shu et al, 2016)와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클라비아
행사가 개최되는 도로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효과
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Shazo et al, 2013).
현재 미국에서는 씨클라비아와 같은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운
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2012년 개방형 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Alliance for Biking
and Walking, 2012)이 수립되었는데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차 없는 거리 만들기 행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
역적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및 다양한 성공사례를 구축하
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차 없는 거리 만들기 행사의 성
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9개 항목을 제안하였다. ① 체
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예산 배정 및 운
영기관 선정, ②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연대 구성, ③ 시정부
와 공공기관의 정치적 관심과 지원 노력, ④ 단일 운영주체를 통
한 구심점 형성, ⑤ 시정부 예산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자금 확보,
⑥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한 홍보, 루트 설계, 교통통제 방안 마련,
⑦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 ⑧ 위기상
황 및 우천시를 대비한 전략 수립, ⑨ 사후평가를 통한 교훈 도
출과 같은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만들기의 핵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
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로 복지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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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도로(Shared Space)에 대하여
송준우 |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박사과정

서론

내, 대표적인 예로, 먼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앞에 있는 Exhibition Road [그림 1]이다[5].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정부기

Exhibition Road는 런던 하이드 파크의 남쪽 끝에서부터 사

관 및 대학 연구기관에서 많은 정책 및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우스 켕신턴 역에 이르는 1km 남짓한 거리이다. 기존의 왕복

있다. 학계 관점에서는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교통 체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보행자 도로를 늘려 교통량을

증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신호 지능화와 GPS를 통해 각 교차로

줄이는 대신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박물관에 대한 관광객 증가

별 주행 차량에 대한 이상징후 예측 등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효과를 거두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해당 도로에는 제한 속도를

진행하고 있고, 국가 교통 정책 관점에서는 음주 운전 방지, 과

나타내는 표지판만 있고 신호등과 도로 경계석 또한 없다. 또한,

속 방지와 아동을 위한 카시트 안전 규칙 법제화, 횡단 보도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주변에 위치한 박물관에 접근하기 쉽도록

기능 다양화 그리고 교통 관련 인프라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하

도로 턱과 가드레일 등과 같은 장애물들을 없앴고, 주변 도로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보행자 관련 사고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주변 지역 교통 체계도 대폭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공유 도로(Shared Space)”

정리를 했다. 그 결과, 만성 교통 체증을 보였고, 보행자 관련 사

라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을 특정 지역에 도

고가 끊이지 않던 Exhibition Road는 현재 교통량이 43% 가량

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공유도로의 개념과 실제 도입된 사례,

줄었고[6],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사고 위험도도 줄

관련효과 및 현재 개발 가이드라인이 보류되고 있는 원인에 대

어들어,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

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록 현재는 작년에 발생한 영국 테러로 인해 예방차원에서 도로
중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두긴 하였지만, 보행자는 현재에도

본문

차량이 다니는 통로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브라이튼 시의회(Brighton City Council)는 로

기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엄격한 공간적 분리를 통해

열 파빌리온(Royal Pavilion)에 인접한 뉴로드(New Road) 전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공유도로는 보

를 조경 프로젝트로써 공유 도로(shared space)로 변형시켰다.

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위 환경

뉴로드(New Road) 상의 차량 경로는 공공 좌석 및 가로등과 같

에 대한 인식확대와 보행자의 이동성 및 보행관련 편의성을 향

은 공공재의 위치에 의해 제한된다. 그 결과, 자전거 타는 사람

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행 우선권 및 교통 규제가 최소

과 보행자가 해당 도로에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용량이 각각

화 된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

93%와 162%로 증가하였고, 해당 도로 상을 지나는 운전자는

을 높임으로써, 반사 이익으로 보행자 및 여타 다른 도로 이용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저속 운전(약 10mph)하게끔 이끌어 냈

자들의 도로 상의 안전 및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영국

다[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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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hibition Road

2008년 켄트의 애쉬포드 지역은 공유 도로(Shared space)

제거되었다. 완공 후, 첫 3년동안은 가벼운 교통사고 1건만 발생

를 도입하였다. 여기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전 4차선

하였다. 이는 기존 도로에서 4건에서 6건의 심각한 교통사고가

순환 도로 구간을 운전자, 자전거 및 보행자가 서로 공유할 수

발생한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 치이다. 또한 평균 차량

있는 양방향 도로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해당 도로 상의 차량

속도는 기존의 예와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9].

속도는 20mph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지만, 이처럼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와 장

약 3년간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3년 동안 해당 도로에

애인(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

서 총 6건의 사고가 보고되었고, 그 중 4건이 상해 사고가 발

하는 반대 기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영국 테러와 함께 정부

생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성과로 간주되었으며, 에딘버러

기관은 2018년부터 각 도시 별 시의회에 공유 도로 개발과 관

(Edinburgh), 해리포드(Hereford) 및 뉴캐슬(Newcastle) 지역의

련하여 해당 개발 가이드라인 을 안전과 관련하여 완벽히 검토

지방 의회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할 계획을 결정하게끔

하고, 재정된 법에 의거하여 업데이트 될 때까지 관련 개발 및

이끌어냈다[9].

구축을 보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 2, 3]. 하지만, 이미 개발된

가장 최근의 예로 체셔(Sheshire)의 포인톤(Poynton) 지역

공유 도로들은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의회는 공유 도로가 중요한 교통 안전 개선 제공, 주변 소매 및
지역 사회 경제 재건 및 도로의 가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공유 도로의 개

결론

념이 포함된 교차로 재개발을 시행하였다. 해당 도로는 하루

공유 도로는 기존 교통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기존의

26,000대까지 가용할 수 있으며, 2012년에 완공되었다. 해당

틀을 깨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교통 안전과 관련

도로는 교통 차선, 신호, 도로표지 등 모든 교통 관련 요소들이

된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영국 상황과 맞물려 정부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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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hibition Road 예시

출처: http://www.landezine.com/index.php/2011/04/new-road-by-landscape-projects-and-gehl-architects/

도로 개발과 관련하여 안전성 관련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낸다고 무조건 받아 들인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최대한 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이 확
정 될 때까지 개발 보류 권고를 내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부
가 정책 실적 위주가 아닌 국민 교통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비록 현재 권고 사항 단계 안에 있어 추후 관련
추가 지역 개발이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차량 속도 감소와 함께 교통사고 비율을 줄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Exhibition Road의 경우 관광자에게 편의성을 제
공함으로써 관광자의 수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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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목차
2018년 지난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브리프를 발간하였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교통안전
정책, 주요 이슈,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권호수

Vol.5 No.1

Vol.5 No.2

Vol.5 No.3

Vol.5 No.4

발간일시

저자

국가

내용

홍의석

미국

김세헌

네덜란드

김재열

일본

일본 생활도로의 안전대책

송준우

영국

영국의 도로 관리 체계

송준우

영국

영국의 횡단보도 유형

홍의석

미국

미국의 무단횡단 규제 완화 및 최근 법개정 움직임

김재열

일본

일본의 횡단보행자 감지식 주의환기시스템

김세헌

네덜란드

김재열

일본

라이징볼라드를 이용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창출 사례에 대해서

홍의석

미국

보스턴의 ‘슬로스트릿(Slow Streets)’

김세헌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주거지역 교통안전 대책

송준우

영국

영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김세헌

네덜란드

김재열

일본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현황

홍의석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차 없는 거리의 날(CicLAvia)’

송준우

영국

공유 도로(Shared Space)에 대하여

미국의 지구단위 교통관리 프로그램
네덜란드의 생활권 도로 교통안전

2018.04

2018.07

네덜란드의 보행자 무단횡단 관련 법제도 현황

2018.10

네덜란드의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현황

2018.12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l

Tel 044)211-3114 Fax 044)211-3222

l

www.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