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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석

배경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의 약 4분의 1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 중 70% 정도가 비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그림 1]. 최근 자료
에 따르면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의 32%내지 44%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NCHRP, 2020). 특히 이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신호교차로가 교통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에서는 미
국의 비신호교차로에 대한 교통법규와 비신호교차로의 안전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생활도로의 정의

출처: NCHRP, 2015

비신호교차로의 법적
근거 및 처벌규정

비신호교차로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말한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시정지 표지판
(Stop sign)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대표적인 비신호교차로에 해당한다. 비신호교차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통일차량법(Uniform Vehicle Code §11-401)을 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주에서 비슷한 교통법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은 각 지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신호교차로에 있는 정
지신호를 어길 시에 $35의 벌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된다. 그런데 버지니아주에서는 정지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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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신호위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어 최대 $250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비신호교차로의 유형

비신호교차로는 교통통제 방법, 도심 환경, 도로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
다. 이 중에서도 교통통제 방법에 따라 주로 교차로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비통제 교차로
비통제 교차로란 말 그대로 교통신호나 교통표지판이 없는 교차로를 말한다. 통일차량법
(Uniform Vehicle Code)에 따르면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좌측 차량
이 우측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보행자가
있는 경우 또한 양보해야 한다.

2. 양보신호 교차로
양보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은 그 표지를 준수하여 그 상황에 맞게 속도를 줄
이고,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양보신호 교차
로에 접근하는 차량은 적절한 가시거리가 확보되어야 해서 필요에 따라 정차할 수 있어야 한
다. 양보표지판은 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며 고속도로
진입로나 삼거리 교차로에 보통 설치된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 회전 차량에 우선 통
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 양보표지가 설치된다.

3. 정지신호 교차로
정지신호 교차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완전히 정차해야 하며 교차로에 차량이
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정지신호 교차로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1) 부분 정지신호
일시정지 표지판이 도로 한쪽에만 설치된 유형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은 보조간선도로에 주로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전체 정지신호
모든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유형이며 정지신호 밑에 작은 글씨로 ALL-WAY(모
든 방향)라고 적는다. 이 경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부여되고 두 차
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할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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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호교차로의 종류

비통제 교차로

양보신호 교차로

정지신호 교차로

출처: NCHRP, 2015

비신호교차로의
교통안전 개선방안

비신호교차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A부터 I까지 총 9가지
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각 방안에 대한 내용은 교차로 안전성 개선방안 안내책자 개
정판에 자세히 나와있다[그림 3].

그림 3

교차로 안전성 개선방안 안내책자 개정판

출처: FHWA, 2015

Ÿ

카테고리A (접근관리 개선)
교차로에 접근하는 도로의 통행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교차로의 개수를 줄이거나 중앙
분리대 설치하는 등 4가지 방안이 있다.

Ÿ

카테고리B (기하구조 개선)
공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도로의 기하 구조를 바꾸는 기법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및 연석
곡선반경 변경과 같은 총 14개의 방안이 있다.

Ÿ

카테고리C (가시거리 개선)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수목 제거를 비롯한 3가지 방안이
있다.

Ÿ

카테고리D (차간 간격 개선)
차량간 간격을 넓히는 방법으로 교차로 충돌 경고 시스템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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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E (운전자 상황인식 개선)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하고 빠른 상황인식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정지표지판에 LED를 점
등하는 방안 등 총 20가지 방법이 있다.

Ÿ

카테고리F (적절한 교통신호 체계 선택)
적절한 정지표지판이나 양보표지판을 활용하여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행자 전
용 점등 비콘 설치 등의 5가지 방안이 있다.

Ÿ

카테고리G (교통법규 준수 개선)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대한 집중 단속이나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한 방
법이 해당된다.

Ÿ

카테고리H (통행속도 감소)
선별적 과속 단속이나 도로 노면 표시와 같은 6가지 방안이 있다.

Ÿ

카테고리I (운전자 가이드 개선)
교차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좀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방안으로 노면 표시 개선 및 중앙분
리대 설치 등의 4가지 방안이 있다.

시사점

최근 보행과 자전거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차로의 교통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교차로의 안전 문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교차로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공학적인 접근방법과 더불어 운전자 인식 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
과 같은 비 공학적인 방법이 도입되어 안전성을 향상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비신호교차로의 교통안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NCHRP. 2015. Unsignalized Intersection Improvement Guide.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http://toolkits.ite.org/uiig/
2. NCHRP. 2020. Guidance to Improve Pedestrian and Bicyclist Safety at Intersections.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25808.
3. FHWA. 2015. Intersection Safety Strategies Brochure, 2nd Edi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https://safety.fhwa.dot.gov/intersection/conventional/signalized/FHWA-SA-15-085_Strategies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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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지증예방과 안전운전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2017년 3월부터 면허 갱신 시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억력과 판단력
을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강습예비검사)」의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검사에서 인지증의 위험이 있음(제1 분류 = 기억력·판단력이 낮아지고 있는 사람)으
로 판정된 고령운전자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지증 진단을 받
게 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 시 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일본 정신신경학회에서는 인지증과 위험운전의 인과관계가 분명
하지 않은 점과 진단을 하는 의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고령자안전운전지원연구회가 발표한
인지증과 운전의 관계, 인지증 고령자사고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시행 중인 운전 시 인
지증 조기발견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지증과 운전의
관계

인지증은 노화,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 운동 부족, 지적활동·사회활동의 부족, 당뇨병·고혈
압 등의 생활습관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
면, 2012년의 인지증 환자 수는 약 462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00만 명까지 증가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수의 약 1/5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지증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
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유형까지 포함하면 수백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증
은 복수의 유형이 동시에 발병할 때가 있는데 유형에 따라 발병 원인과 증상, 치료 및 관리방
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유형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 인지증 환자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형은 핸들 조작이나 액셀과 브레
이크를 밟거나 하는 운전기술은 오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큰 지장은 없지만, 판단력 저
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두측두형 인지증은 인지증 환자 수 중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65세 미만에서 발생률이 높은 유형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혈관성 인지증은 뚜렷한 신체마비를 보이는 사
람도 있지만, 주변 사람이 파악하기 힘든 미세한 마비로 인해 운전에 영향을 받거나 운전 중
뇌 혈류의 저하로 인해 판단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레비소체형 인지증은 사고 지연
으로 인해 순간적인 행동이 어려운 것을 본인도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면허 반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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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지증의 유형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일본의 유형별 인지증 환자 비율

전두측두형 인지증
약 5%

기타
약 5%

레비소체형 인지증
약 10%
혈관성 인지증
약 20%

인지증 고령자사고의
특징

알쯔하이머형
인지증
약 60%

자동차 운전은 시력, 청력, 반사 신경, 인지력, 판단력 등의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므로 고령자
가 되면 운전기술도 저하하게 된다. 고령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로 인
해 인지증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MCI:Mild Cognitive Impairment)와 인지
증 환자인 것을 자각하기는 어렵다.
인지증 증세를 보이는 운전자는 자택의 차고에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액셀과 브레이
크를 혼동하여 급발진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 등은 기억력 저하
로 발생하는 사고로 평소 지방도시에서 운전하던 고령운전자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U-Turn을 하면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새
로운 도로에서는 복수의 차선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U-Turn하여 역주행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지증 환자의 운전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뮬레이터나 가
상현실을 이용한 테스트를 통해 운전 시 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안전운전지원연구회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실에서 터치패널방식의 인지기능
검사프로그램 「건망증 상담프로그램 (MSP-1100)」을 활용하여 고령운전자의 인지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한 고령운전자의 약 30%가 경도 인지장애
(MCI)와 인지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도 고령운전자 중에서는 인지증 증
세가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운전 시 인지
장애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30」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매년 최소 1회 정
도는 체크리스트로 테스트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항목이 늘어나는 때에는 전문의나 전문기관
의 진찰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7

KOTI Vision Zero Brief

미국

그림 2

표 1

일본

영국

부록

건망증 상담프로그램 (MSP-1100)

운전 시 인지장애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 자동차 열쇠 또는 면허증 등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다.
□ 지금까지 이용해 오던 카스테레오 및 카네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없게 되었다.
□ 트립미터 및 시계의 조작방법을 잊어버렸다.
□ 장비 및 장치(액셀, 브레이크, 깜빡이 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도로표지판의 의미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 슈퍼마켓 등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위치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
□ 여러 번 간 적이 있는 곳인데도 가는 길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를 잊어버린 적이 있다.
□ 자주 다니는 길인데 방향을 틀린 적이 있다.
□ 차를 타고 나갔는데 다른 교통수단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 운전 중 백미러(룸사이드)를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적이 있다.
□ 돌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 반대 차선을 달리거나 달릴 뻔한 적이 있다.
□ 우회전 시 마주 오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 감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 선두로 주행하고 있을 때 뒤에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 차선에 합류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 차고의 벽이나 울타리에 차체를 부딪치는 횟수가 늘어났다.
□ 주차장소의 라인에 맞춰 주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 날짜를 잘못 알고 목적지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 급발진, 급브레이크, 급핸들 등 운전이 난폭해졌다.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 놀라는 횟수가 많아졌다.
□ 운전 중의 실수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된다.
□ 취미였던 드라이브 횟수가 줄어들었다.
□ 동승자와 대화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 예전보다 자동차 얼룩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 자주 세차를 하지 않게 되었다.
□ 운전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다.
□ 운전을 하면 괜히 피곤해진다.

마치며

일본은 2017년 3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인지증 검사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75
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국적으로 연간 약 6만 5,000명에 이르게 되자 건망증 상담프로그램
(MSP-1100) 등을 개발하여 검사하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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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전이 고령자의 인지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량이 보급
되면 고령자가 뇌와 신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폐용 증후군(비사용 증후군) 환자가
늘어나는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서포트 차량에 대한 보조금제도 등을 마련하여 개개인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운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고령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
라에도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1. 警察庁交通局, 平成27年中の交通死亡事故の発生状況及び道路交通法違反取締状況について, 2016
2. 特定非営利活動法人 高齢者安全運転支援研究会 홈페이지
3. 特定非営利活動法人 高齢者安全運転支援研究会, 平成27年度自動車安全運転センター 交通安全等に関する調
査研究 「『運転時認知障害早期判定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基礎研究」,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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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륜차 관련 제도 현황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송준우

서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음식과 생필품 소비(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주문 배달 시, 접근성이 좋은 이륜차의 이용 빈도가 늘고 있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언택트
소비는 이륜차에 대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의 증대에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1.8배 높은 수준이어서 법 개정 및 안전 인프라 확충 관련 정부 차원
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한국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5~2019)[1]
(단위: 건, 명)

기준년도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출처: TAAS

그림 1

2015

2016

2017

2018

2019

12,654
401
15,172

13,076
428
15,773

13,730
406
16,720

15,032
410
18,621

18,467
422
23,584

OECD 인구 10만 명 당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2017년)

출처: TAAS, 2017년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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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관련 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의 안전의식이 미흡함과 더불어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 운전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가지 예로 최근에 세종시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기로 했
다. 해당 제보단은 오토바이 불법 운행 (신호 무시, 난폭운행 등)을 모니터링하여 경찰청이 제
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신고한다[2].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륜차 교통안
전 협의회를 만들어 해당 안전 관리 책임, 표준 계약서, 관련 교육 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3].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다[3]. 이처럼 현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비교해 영
국은 이륜차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처벌 기준을 가지는지 본론에서 언급하도록 하
겠다.

본론

1. 헬멧
영국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도로에
서 착용해야 하는 모든 헬멧의 규격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Ÿ

영국 표준 BS 6658:1985 및 BSI Kitemark

Ÿ

UNECE 규정 22.05 준수

Ÿ

BS 6658:1985와 최소 동일한 안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표준 또
는 관련 BSI Kitemark에 상응하는 마크

또한 정부에서 안전한 헬멧을 고를 수 있도록 안전 헬멧 평가 프로그램(Safety Helmet
Assessment and Rating Programmed, SHARP)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
적의 헬멧을 선택하는 방법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헬멧의 상대적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

그림 2

SHARP 온라인 시스템

출처: https://sharp.df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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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상에 BS6658: 1985 표식

2. 바이저(Visor)와 고글(Goggle)
바이저나 고글을 착용하고 타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Ÿ

영국 표준에 맞는 BSI Kitemark를 부착해야 함

Ÿ

영국 표준과 동일한 안전 수준의 유럽 표준(UNECE regulation 22.05)에 맞는 BSI
Kitemark와 동일한 마크를 부착해야 함

이 외에도 오토바이 탑승 시, 보호 의류의 경우 특정 기준이 반영된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에
관한 법은 없지만, 정부는 운전자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련 특수 오토바이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 전기 자전거 기준(라이센싱, 세금 및 보험)
EAPC(Electrically assisted pedal cycles)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전기 자전거는 오
토바이로 분류된다. 또한, 오토바이로 등록 시 신규 등록비 ￡55(약 82,500원)와 관련 세금
이 부과된다[5]. 이외에도 등록 시, MOT(Motor Ordinance Test) 확인서 -내용 확인, 보험
증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국가 차원으로 허가받은 수입차가 아닌 개인이 신고한 수입차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때에 따라 오토바이 관련 필수 기본 훈련
(Compulsory Basic Training, CBT)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EAPC를 충족할 경우, 자전거
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14세 이상이면 면허나 세금 및 관련 보험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은 EAPC로 간주되는 것들이다[4].

Ÿ

EAPC는 페달형이어야 함

Ÿ

전기 모터는 최대 출력 250와트, 15.5mpa 이상 속도로 주행 시 자전거 따라잡기 금지

Ÿ

EAPC에는 전력 출력, 모터의 제조업체, 배터리 전압, 자전거의 최대 속도가 표시되어야 함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 한 항목이 있더라도 자전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EAPC 규정에 어긋
나거나, 자전거가 무페달 추진형인 경우), 운전자는 DVSA의 유형 승인(Type Approved)을
받아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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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도제한 및 처벌
오토바이의 속도제한은 다음과 같이 도로 유형에 따라 정의된다.

표 3

도로에 따른 오토바이 속도제한[9]
(단위: mph(km/h))

오토바이

빌트 업 지역
30(48)

단일 차도
60(96)

이중 차도
70(112)

고속도로
70(112)

처벌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적발될 수 있다.

1) 과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과속한지 14일 이내에 기소통지(Notice of Intended Prosecution, NIP) 및 172조항 통지
를 받는다. 28일 이내 172조항 통지를 반환하여 차량 정보를 경찰에 알려줘야 한다. 172조
항 통지를 반환한 후, 고정 위약금(FPN) 고지서 및 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2)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
경찰은 구두경고를 할 수 있고, 고정 위약금(FPN)을 줄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가도록 직접 고
지를 하며, 법원을 가기 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두 가지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과속을 인정하는 경우, ￡100의 벌금과 벌점 3point를
받게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운전자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가야 한다. 법원
이 과속으로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경우, 더 많은 벌금과 페널티 포인트를 받게 된다. 운전자
의 주간 소득의 비율, 최대 ￡1,000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경우 ￡2,500)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결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언택트 소비 구조로 바뀌면서 앱을 이용한 배달관련 교통사고 비중
이 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효율적인 오토바이(모터 자전거
포함)의 사고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모터 자전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
며, 해당 기준이 맞지 않으면 오토바이로 간주된다. 과속한 경우, 벌금과 추가 벌점이 있으
며, 법정에 가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영국은 앱을 통해 음식 및 생필품 소비
관련 배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게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진 않고 있다. 또한
전자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에 한해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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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1)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원

김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개요

동 조사는 음주운전의 가해자 256명과 피해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보상액, 소득의 영향, 주거 형태의 영향, 가족관계의 영향, 신체활동의 영향
등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조사하였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도로교통공단의 협
조를 받아 수행하였다.
표 1

조사의 개요
구분
조사 대상

내용
총 556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256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300명)

조사 내용

교통사고 피해액, 보상액, 소득 영향, 주거 형태, 가족관계, 신체활동 영향 등

조사 기간 및 방법

2019.7.4~7.26, 온라인패널 설문조사, 도로교통공단 음주 교육 수강생 대상 집단조사

자료: 2019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 보고서, 2019.12

조사 결과

1.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해자는 표2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손상(후유장애 62%), 소득
감소(평균 약 1,830만 원), 직장 실직(19.7%), 배우자와 헤어짐(8.1%) 및 사회활동의 위축
(34%) 등 삶에 매우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로부터 사과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아무런 연락이 없음’이 37.3%로 피해자의
1/3이 넘는 사람들은 가해자로부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가 받
는 처벌은 ‘벌금’이 72.6%, 징역이 20.2%, 사회봉사 19.9%, 교육 17.1% 등인 것으로 나
타나, 가해자는 징역 이외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약 1/3이 넘는 35.6%로 나타났다.

1) 본 원고는 월간교통 2020년 4월 수록 원고를 요약하여 재인용 함

15

KOTI Vision Zero Brief

미국

일본

표 2

영국

부록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 중상 사고(3주 이상 치료, 후유장애 있음) : 62%
- 중상 사고(3주 이상 치료, 후유장애 없음) : 38%

가해자의 처벌

- 처벌 : 벌금(72.6%), 징역(20.2%), 사회봉사(19.9%), 교육(17.1%)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35.6%), 집행유예 아님(64.4%)

총 피해액

평균 1,830만 원

금전적 보상액

평균 1,464만 원(보상 수준 80%)

개인 월 소득 변화

사고 전 334만 원 → 사고 후 239만 원 : 28% 감소

직장 변화

직장 사직 및 사업 중단 : 없음(68.7%), 있음(19.7%)
실직 이후 재취업 : 취업(69.5%), 현재까지 실직(30.5%)

가족관계 변화

배우자와 헤어짐(기혼자) : 헤어짐 없음(91.9%), 헤어짐(8.1%)
배우자와 헤어짐의 요인 : 경제적 여건 악화(46.7%), 원만한 관계 유지
어려움(40.0%), 후유증 및 장애로 배우자의 부담감 증가(13.3%)

사회적 모임 참여 횟수변화

변화 없음(58.7%), 줄어듦(34.0%), 늘어남(7.3%)

가해자의 사과 방식

아무런 연락 없음(37.3%), 전화나 문자로 사과(33.7%), 직접 찾아와 사과(29.0%)

자료: 전게서

그림 1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조사 결과
(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a. 피해자의 교통사고 전후 개인 월 소득 변화
자료: 전게서

b. 피해자의 총 피해액 및 금전전 보상 금액

2. 가해자에 대한 영향
표 3과 같이 사고 과실률은 가해자가 90.5%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피해자와는 달리 가해자
의 신체적인 피해, 직장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
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 미친 피해에 비해 금전적인 지출(가해자: 1,130만 원, 피해자: 1,830
만 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월 소득의 변화(가해자: 기존 소득의 42% 감소, 피해
자: 기존 소득의 28% 감소)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가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의 과실률

가해자(90.5%), 피해자(9.5%)

음주운전 적발 횟수

1회(60.9%), 2회(26.2%), 3회(9.8%), 4회(1.6%), 5회 이상(1.6%)

사고로 인한 치료

치료나 입원 없음(75.8%), 입원(15.6%), 통원치료(12.5%)

사고로 인한 지출금액

평균 1,130만 원(보험사에 지급한 자기부담금 325만 원, 합의금 379만 원 포함)

개인 월 소득 변화

사고 전 382만 원 → 사고 후 223만 원 (42% 감소)

직장 변화

변화 없음(66.8%), 변화 있음(25.4%), 사고 당시 무직(7.8%)

가족관계 변화

기혼자 : 변화 없음(93.3%), 배우자와 헤어짐(6.7%)

피해자에 대한 사과방식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음(34.0%), 전화나 문자로 사과(27.7%),
직접 찾아가 사과(38.3%)

가해자의 사과 방식

아무런 연락 없음(37.3%), 전화나 문자로 사과(33.7%), 직접 찾아와 사과(29.0%)

자료: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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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사 결과
(단위: 만 원)

b. 가해자의 교통사고 전후 개인
월 소득 변화

a. 음주운전 교통사고 과실률
자료: 전게서

조사 결과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62%가 후유장애가 있는 중상 사고를 입는 등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 반
면, 가해자는 치료나 입원이 없는 경우가 76%로 신체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 또한 피해자는 총 1,83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1,464만원을 보상받는 반면, 가
해자는 피해액의 62%에 불과한 1,1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족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피해자의 30.5%가 실직을 하고 기혼자 중
8.1%는 배우자와 헤어지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률은 가
해자 90.5%, 피해자 9.5%로 극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피해자가 받는 신체·경제적 피해는
가해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자신이 일으킨 손
해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고로 인한 소득의 영향을 보면 피해자는 개인의 월 소득이 334만원에서 239만원으
로 28%(95만원) 감소하는 반면, 가해자는 382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2%(159만원)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도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제적 상당히 큰 타격을 입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
적 피해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주로 경제적인 손실만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조사 결과 요약
사고의 과실률

가해자(90.5%) > 피해자(9.5%)

신체적 피해

가해자(치료나 입원이 없는 경우 76%) < 피해자(후유장애가 있는 중상사고 62%)

경제적 피해

가해자(평균 1,130만 원) < 피해자(평균 1,830만 원)

사고로 인한 소득의 영향

가해자(월소득 42% 감소) > 피해자(월소득 28% 감소)

사고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고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기혼자 중 6.7% 이혼) < 피해자(기혼자 중 8.1% 이혼)
가해자(25.4% 직장변화 있음) < 피해자(30.5% 실직)

자료: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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