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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석

미국의 도로안전정책

미국의 도로안전정책은 연방정부 예산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도로안전개선 프로그램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HSIP)과 지역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
해주는 주정부의 전략적 도로안전계획(Strategic Highway Safety Plan, SHSP)이라는 분
권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다[그림 1]. 미국 연방정부의 도로안전 개선 프로그램(HSIP)은 교통
안전 정책 구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로 예산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주정부의 교통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로안전개선 프로
그램은 2005년에 제정된 SAFETEA-LU 교통법에 의거(23 USC §148) 처음 도입되었으
며, 이를 통해 각 주마다 5년 단위로 전략적 도로안전계획(SHSP)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연방정부의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주정부 도로안전개선
프로그램(State HSIP), 도로안전계획(HSP), 상업용차량 안전계획(Commercial Vehicle
Safety Plans, CVSP) 등의 단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즉 연방정부에서 하향식으로(top-down) 정책을 하달하지 않고 주정부 마다 해당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미국의 도로안전 정책의 기본 골격은 2015년에 새
롭게 재정된 FAST 법안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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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도로안전 관련 정책

출처 : FHWA (2021)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 재구성

미국의 도로안전
담당 기관

미국의 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며 각 기관의 역할도 매우 광범위하다. [그
림2]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도로안전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정부에서 도로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미연방도로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미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미연방차량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 FMCSA), 미연방대중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의 총 4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정부에서는 주정부 교통국(State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주정부 도로안전사무소(State Highway Safety Offices), 주정부 차
량국(State Departments of Motor Vehicles), 주정부 고속도로순찰대(State Highway
Patrols), 주정부 보건부(State Health Departments) 등의 기관에서 도로안전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는 먼저 여러 카운티가 속해 있는 광역 정부와, 카운티정부, 시정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도로안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광역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이다. 광역계획기구(MPO)는 인구 5만명 이
상의 도심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
정부 간의 교통정책을 조율하고 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 분배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밖
에 시정부 교통국(DOT), 공공사업부(DPW), 경찰국, 대중교통국 등에서 시정부 관할의 교통
안전 시설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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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로안전담당 기관 및 중점 분야

출처 : Carter et al (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 재구성

미국 도로안전
담당기관들의 주요
중점 분야

도로설계 및 물리적 환경 관련
연방정부에서 도로의 설계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안전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은 미연방도
로청(FHWA)이다. 연방도로청에서는 도로 안전에 대한 물리적 설계와 안전성 재고를 위한
다양한 기술자문, 기술개발,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교통안전 R&D 기관을 두고
있어 도로 안전과 관련된 전반의 기술 및 혁신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
부와 알래스카 원주민 및 부족 정부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로 안전과 관련
된 다양한 교육 및 정보제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주정부에서는 주정부 교통국(State
DOT)이 고속도로 및 국도에 대한 설계, 구축,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주정
부 교통국은 미연방교통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전략적 도로안전계획(SHSP)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도로안전 개선 프로그램(State HSIP)을 1년 주기로 갱신하며, 이러한 계
획은 연방도로청(FHWA)의 승인 하에 채택된다. 따라서 주정부 교통국은 미연방도로청의 교
통안전시설 규격 및 기술에 대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광역계획기구(MPO), 시정부 교통국(DOT), 시정부 공공사업부(DPW) 등이 지방정
부 단위에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이다.

운전자 행태 관련
미연방도로청(FHWA)이 도로의 설계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안전 사항을 관장한다면 미도
로교통안전청(NHTSA)은 운전자의 행태와 관련된 안전 사항을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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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안전 데이터와 지표를 통한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
으며, Traffic Records Coordinating Committee (TRCC)라 불리는 다부처규제협의체를
운영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안
전성과지표의 적극적인 수용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미연방차량안전청(FMCSA)은 트럭과
버스와 같은 상업용 차량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및 데이터, 성과지표개
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업차량 안전정보 시스템(Motor Carri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CMIS)을 구축하여 상업용 차량 업체, 운전자, 각
종 검사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주정
부 도로안전사무소(SHSO)가 전략적 도로안전계획(SHSP)에 따라 도로안전계획(HSP)을 1
년 주기로 갱신하는데, 이러한 계획의 수립 및 갱신은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주정부 도로안전사무소(SHSO)가 운영하는 주요 안전프로그램은 안전벨
트, 음주운전, 오토바이, 청소년 및 고령자 운전 안전 정책 등이 있다. 한편 주정부 차량국
(DMV)은 운전면허 및 차량등록,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보건부(DOH)에서도 교통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령자 대상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
시하고 있다.

기타 안전 관련
도로안전 정책의 핵심 분야인 도로설계 및 운전행태 분야 외에 도로교통안전청(NHTSA), 연
방차량안전청(FMCSA), 주정부 차량국(DMV)에서 차량 설계 및 기술과 관련된 안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도로안전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정부 고속도로순찰대(SHP)와 카운티/시
정부 경찰국이 있으며 대중교통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미연방대중교통청(FTA), 광역계획기
구(MPO), 시정부 대중교통국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기관들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
해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맺음말

미국의 도로안전 정책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각각의 위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비슷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
인 정책 및 예산의 집행에 방해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광역계획기구(MPO)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며, 미국 도로교통기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Transportation Officials, AASHTO)나 고속도로 안전
감독관 연합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GHSA)와 같은 민간단체가 존
재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와 전동스쿠
터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한 가지 교통수단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Vision Zero와 같은 통합적 접근 방법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
로 새로운 안전 위협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부서들의 정책이 통합되
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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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로교통안전 담당기관 소개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송준우

서론

각 나라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제어하는 정부 기
관이 존재한다.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rpot, DfT)는 영국내 교통 정책을 교통
정책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비록 영국 교통부는 잉글랜드 지역의 교통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부처이지만,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일부 교통 정책을 담당하여 영국내
대부분의 교통망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 교통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론에서
영국 교통부에 조직의 구성, 역할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영국 교통부는 교통관련 규정안을 도출하고 집행하는 부서이며,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 수행하고 있다. 영국 교통부는 중앙부서와 4개(운전자 및 차량면허기관(DVLA), 차
량 인증 기관(VCA), 운전자 및 차량 표준 기관(DVSA) 및 해상 및 해안 경비대기관(MCA))의
집행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들은 영국 내에 우수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중추
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1

교통부 및 유관부서

먼저, 영국 교통부(DfT)는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약 18,5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경제활동 기회 증대, 여행 개선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송을 실
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1) 도로망 운영 및 유지, 승객 및 화물 이동 개선, 새로운 주요 운송 계획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해 영국 지방 지자체에 정책, 지침 및 자금을 제공
2) 영국에 있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와 관련된 투자, 유지 및 운영한다(총 도로 연장: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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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
3)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철도 산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하여 철도망 Rail 관련 인프라 투
자 자금을 지원하고 철도 요금을 제어
4)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와 걷기를 독려하는 캠페인 주도
5) 스마트 티켓팅과 저탄소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장려
6) 운송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7) 영국 내 주요 항구(잉글랜드, 웨일즈 관련)에 대한 전략적 미래 지향적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해양 분야 지원
8) 항공사, 공항, 민간 항공 당국 및 NATS(영국 항공 교통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
항공 정책 수립

운전자 및 차량면허기관(DVLA)은 웨일즈 스완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운전자와 차량에 대
한 기록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관이다. 또한, 차량 소비세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무보험 차량과 운전자로부터 대중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운전 시험
통과 시 해당 기관을 통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 인증 기관(VCA)은 브리스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차량, 트랙터 및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
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관련 인증서를 제공해준다. 운전자 및 차량
표준 기관(DVSA) 은 브리스톨과 노팅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운전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
고 도로 사용자가 교통 표준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하는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해상 및 해안 경비대 기관(MCA)는 정부의 해양 안전 전략 개발
과 보안 및 환경 표준을 통해 국제 해양 무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
하는 부서이다. 본사는 사우샘프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해안선 전역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영국 교통부(TfL)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교통부은 크게 총괄부서(보드
진) 및 6개의 집행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6개의 그룹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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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부 내 집행 그룹
그룹명

1

철도 전략 및
서비스 그룹
(Rail Strategy
and Service
Group)

2

철도 인프라 그룹
(Rail
Infrastructure
Group)

3

고속 철도 그룹
(High Speed Rail
Group)

4

도로, 장소 및 환경
그룹
(Places and
Environment
Group)

5

기업 금융/전략
연계 그룹
(Corporate
Delivery Group)

6

항공, 해상, 국제
및 보안 그룹
(Aviation,
Maritime,
International and
Security Group)

업무 내용
1. 철도 전략 분석
- 철도 시장 전략, 서비스, 프로젝트 및 전략적 분석, 국제 철도 현황, 철도 경쟁력
2. 철도 인력 및 연금
3. 철도 보안
- 국토 교통 국가 안보, 철도 통신, 디지털 및 환경
4. 철도 혁신
- 부문 타겟팅 운영 모델 개발, 개혁 전달 및 입법 추진
5. 승객 서비스
- 정책, 운영 및 변경
1. 철도 인프라 (남부)
2. 철도 인프라 (북부)
3. 철도 인프라 (중부)
1. 고속 철도 비즈니스 사례, 건설 및 제어
2. 자금 조달 및 예산 분석
3. 관련 토지 및 재산 관리
1. 운전 및 차량 표준 기관 관리
2. 운전자 및 차량 면허 기관 관리
3. 차량 인증 기관 관리
4. 에너지, 기술 및 혁신
- 저탄소 및 제로 배출 차량, 국제 차량 표준, 대기 환경 분석
5. 도로 안전, 표준 및 서비스
- 화물, 관련 운영자 면허 및 도로 적합성 분석, 위험물 및 운송 인프라 계획, 교통
및 기술, 정부 자동차 서비스
6. 현지 교통
- 버스 및 택시 관리, 안전 관련 통계, 지역 인프라 및 교통 분석, 지역 교통 코로나
19 답변, 교통과의 지역 접근성 분석
7. 지역, 도시 및 진화
8. 전략적 도로, 경제 및 통계
1. 프로젝트 제안 및 납품
2. 기업 금융 및 재산
3. 주식보유 및 기업 후원
4. 그룹 파이낸스
- 전략 금융 및 기획, 재무 회계 및 제어, 금융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 및 공유 서비스, 교통부 작업 환경 현대화
5. 그룹 커머셜
- 공급 변경 관리 및 자금 조달 보증, 산업관계 관리, 상업 전략, 정책 및 역량, 운영
및 지속적 개선
6. 그룹 인적 자원
7. 그룹 보증 및 디지털
- 그룹 내부 감사, 디지털 전략 및 운영, 기업 보안, 디지털 프로젝트 납품
8. 그룹 커뮤니케이션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업무, 그룹 미디어 및 기업
1. 분석 및 연구
- 교통 평가 및 전략적 모델링, 분석 및 데이터
2. 국제
- 국제 및 규제 분석, 국제 무역 정책, 수출 및 내부 투자
3. 교통 보안, 복원력 및 대응
- 국가 안보부, 국가 안보 과학 및 연구, 교통 보안 운영
4. 공항, 인프라 및 상업
- 영공 현대화 및 소음, 항공 및 해양 분석, 항공 산업 특허, 공항 정책
5. 항공
- 항공 보안 국제 운영, 유럽 및 국제 항공, 항공 보안, 전략 및 정책, 항공 안전과 기
술, 항공 및 기후변화, 항공 전략, 소비 및 혁신
6. 해양
- 해양 안보, 해양 정책 대응, 해양 환경 기술, 용량 관리
7. 사고조사
- 철도, 해양 및 항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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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통 부 내에 정부 법률 부서(Government Legal Department)가 있어 항공, 해
양, 도로, 철도 여객/승객, EU 국제 무역 관련한 법률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각 그룹들은 서
로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메인 보드진에서 그룹간 협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다.

결론

영국 교통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영국 교통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통을 관할하는 부서는
중앙부서(교통부)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통부는 6개의 그룹과 1개의 법률 부서
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룹은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 및 완료한다. 또한 기업과도 협업 및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사업 추진이 느려지거나 그룹간 상충이 발생할 경우 상위
보드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소화 및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각 그룹을 통해
교통관련 다양한 시도 및 혁신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영국 교통보(DfT) 조직도

참고자료
1. Statistics at DfT - Department for Transport - GOV.UK (www.gov.uk)
2. Office access and opening times - Department for Transport - GOV.UK (www.gov.uk)
3. Department for Transport organisation chart - accessible version - GOV.UK (www.gov.uk)
4. Organisation Chart (publishing.service.gov.uk)
5. DfT and transport NDPB organisational charts - GOV.UK (www.gov.uk)
6. About us - Department for Transport - GOV.UK (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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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로 교통안전 확보 대책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70
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매년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교통안전대책 회의는 2021년 3월 29일에 향후 5
년간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정리한 「제1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대책 기본법에 따라 육상, 해상 및 항공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
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육상 교통 중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일
본이 간선도로, 생활도로, 통학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제1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
①2025년까지 사망자수를 2,000명 이하로 감소
②2025년까지 중상자수를 22,00명 이하로 감소

간선도로의
교통안전대책

일본은 교통사고의 실태와 요인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의 간선도로
(국도·도도부현도)을 약 71만 구간으로 분할하고, 2007~2010년의 사고 데이터와 2010년
의 교통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구간의 사상사고 비율을 산출한 결과, 사상사고의 69%가
전체의 20%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고위험지점
전국의 국도·도도부현도의 교통사고가 특정지점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근거로
하여 간선도로에서 집중적인 교통사고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청과 국토교통성
이 합동으로 사상사고율이 높거나 사상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교차로와 단로부를 「사고위험지
점」으로 지정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및 도로관리자가 연계하여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3,125개의 사고위험지점을 선정하였다. 사고위험지점
에 대한 대책은 사고위험지점을 대상으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도로관리자가 연계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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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개량,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신호기의 설치·개량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010~2013년의 평균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점
·사상사고가 100건/억대킬로미터(※) 이상
·중대사고비율이 10건/억대킬로미터 이상
·사망사고율이 1건/억대킬로미터 이상
※억대킬로미터 : 1만대의 자동차가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것을 의미
■ ETC2.0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적인 위험지점 등,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집
중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점

□ 사고제로플랜(사고위험구간 중점해소작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분야에서도 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사고제로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제로플랜에서는 「선택과 집중」, 「시민 참가·시민과의 협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고데
이터를 근거로 하여 사고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주의 환기 및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교통사고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효과를 평가하여 순차적으로 개선을 도
모하고 있다.

그림 1

사고제로플랜의 메니지먼트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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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4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보행 중·자전거 승
차 중 사망자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집에
서 5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은 생활도로
대책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의 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하여 과속, 급브레이크 등
의 잠재적인 위험지점을 파악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하여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공간 만
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통학로의
교통안전대책

생활도로대책지역의 시책 프로세스

일본 정부는 2012년 교토부 카메오카시 교통사고(아동 및 보호자 10명 사상)를 비롯하여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경시청이 연계하
여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서 「통학로 안전추진체제」를 조직하고, 학교가 추출한 위험지점들의 합동점검과 점
검결과에 근거하여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개
선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통학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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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학로 긴급합동점검의 흐름(①단계)

그림 4

통학로 긴급합동점검의 흐름(②단계)

긴급 합동점검 후에도 통학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합동점검 실시 및 대책
검토(Plan), 안전대책 실시(Do), 대책 효과 파악(Check), 대책의 개선 및 충실(Action)의
PDCA 사이클을 4∼5년에 1번 정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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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PDCA사이클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PM(Personal
Mobility)과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증가와 자율주행차량의 등장과 같은 교통상황의 변화에 대
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 속에서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도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
2. 警視庁 홈페이지, http://www.bus.or.jp/
3.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홈페이지, https://www.itarda.or.jp/
4. 시즈오카현경찰 홈페이지, https://www.pref.shizuoka.jp/police/
5. 내각부, 제1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https://www8.cao.go.jp/koutu/kihon/keikaku11/index.html
3.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4. (사)어린이안전학교 http://www.go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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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책 변화와
국가의 경제‧사회적 위상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장

우승국

교통안전 선진국
정책 히스토리

1970년대, 시민들에 의한 자동차 제한 운동이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자동차 통
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주거지역의 좁
은 도로를 자동차가 이용하자 시민들은 골목길의 중간이나 입구를 강제로 막아 자동차가 진
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Delft 시는 골목길에서 보차 혼용 원칙을 적용하되 통과차량의 속도
를 보행 속도로 규제하였는데 이것이 Woonerf의 출발이다. Woonerf는 네덜란드에서
1976년 법제화되었다. 1971년은 네덜란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높았던 해인데 이
때 “Stop de Kindermoord(어린이 사망 그만)”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는 시의회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보행자 보호 정책을 시가 도입하도록 노력하였
다.
1980년대 유럽은 1970년대 시작된 Woonerf와 같은 지역 중심 자동차 제한을 넘어서 도시
전반적인 속도 관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덴마크는 “environmentally adapted
through road”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시 전역 도로에 적극적으로 도입
하였다. 프랑스는 “safer city, accident-free neighborhood” 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도로
의 기하구조, 부속시설, 주변 건물의 배치 등으로 운전자에게 해당 도로의 안전한 운행 속도
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독일은 주거지역에 속도 30존을 도입
하였고 1990년에 독일 도로교통법에 이를 반영하였다. 1985년 프랑스는 자동차와의 사고에
서 보행자의 민사 책임을 면하게 하는 Badinter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이후 2002년에
유럽연합정부에 의하여 모든 유럽 국가에 적용되었다.
1997년 스웨덴이 제안한 “Vision Zero”는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극
히 비윤리적이며 공공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개념이
다. 2019년 유럽연합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0 수준으로 감소하는 “Vision Zero”를
위해 회원국들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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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부록

[표 1]은 유럽의 선진국에서 도입된 안전, 건강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이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
되었는지 비교하는 표이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HDI1)를 병기하여 정책이
도입된 시기의 유럽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위상을 비교할 수 있다.
1971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어린이 사망 그만 운동’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녹
색교통운동은 1994년에 태동 되었다. 약 20년이 넘는 시간 차가 있으며 네덜란드는 불과 1
인당 GDP가 약 3,000 USD일 때 이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10,000 USD가 넘었을 때 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1970년대에, 독일에서
1980년대에, 도심 속도를 제한하는 Woonerf와 30존이 법제화되었다. 두 나라는 각각 약
8,000 USD, 약 22,000 USD 수준의 1인당 GDP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도심속도
50-30 사업이 법제화된 것은 2019년이며 이때 1인당 GDP는 30,000 USD를 상회하였다.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1980년대에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정온화 사업이 시작되었거 이때
1인당 GDP는 약 10,000 USD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도입된
것은 2015년이 최초이며 이때 1인당 GDP는 30,000 USD에 근접한다. 유럽의 국가들이 강
력한 속도관리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1980~1990년대이고 경제적으로 1인당 GDP가
10,000 USD에서 20,000 USD 사이일 때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유럽과 20년에
서 3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 사회적 수준은 유럽에서 유사 정책이 도입된 시기의
그것보다 매우 높은 1인당 GDP 30,000 USD, HDI 0.9 수준이다. 시민의 높아진 생활수준
에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정책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국가의 1인당 GDP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존재한다.
즉 경제력이 제고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이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 들과 유사한 1인당 GDP
위상(30,000 USD)을 가지나 교통사고 사망자수 수준은 이들 국가보다 매우 높다(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우리나라 6, 스페인 4).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며 치명적 교통사고 또한 도시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부 속도관리 정책
이 유럽 선진국에서 보다 매우 늦게 시작된 것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HDI 간에도 GDP 경우와 유사한 높은 상관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서 경제적·사회적 국가 위상의 제고에 비례하여 안전에 중점을 둔 도시교통정책이 따라오지
못한 것이다.
2019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5030 속도관리 정책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17일
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보면 도입이 한참 늦었지
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제한속도 하향에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사회적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1)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 소득, 의료의 복합 지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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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어기법
유럽정책

유럽 또는 해당국
사회경제지표
(GDP/cap, HDI)

어린이 사망 그만
시민운동(’71)

$3,379,

Woonerf 법제화(’76)

$7,926,

주거지역 자동차 양보
도로교통법 개정(’76)
environmentally
adapted through
road(’80년대)
accident-free
neighborhood(’80년대)
보행자
민사책임면제(’85)
속도 30존 도입(’80년대)
속도 30존 법제화(’90)
Graz 시 도시 전체
30존(’92)
Vision Zero(’97)
EU 회원국 보행자
민사책임면제(’02)
학교, 병원 등 30존
의무(’16)
주: 1)
2)
3)
4)

한국 해당
정책 등
녹색교통운동
(’94)
50-30속도
(’19)

한국
사회경제지표
(GDP/cap, HDI)
$10,206, 0.78
$33,346+, 0.90

$8,789,

-

-

$12,253

마을주민보호구간
(’15)

$28,724, 0.91

$9,763

상동

상동

$9,763

-

-

$9,430

50-30속도(’19)

$33,346+, 0.91

$22,304, 0.80

50-30속도(’19)

$33,346+, 0.91

$18,570, 0.81

-

-

$30,773, 0.87

-

-

$25,078, 0.88

-

-

$42,099, 0.94

-

-

EU 사회경제지표는 독일 기준
HDI는 UNDP에서 1990년 이후 제공
특정 연도가 없는 자료는 각 연대의 05년 기준
+ :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최근 연도의 지표 값, 가장 최근 지표값에 +를 병기

알림 : 이 글은 우승국, 심재익, 이동윤(2020), 도시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국민건강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한
국교통연구원(출간 예정)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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