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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들어가며

정확한 교통사고통계는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의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초석이다. 현재 및
과거 교통안전 수준의 객관적 평가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을 정의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미래 정책 설정의 기준이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교통안전 수준은 대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세나 비율로 측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대규모로 중상을 입히며 이는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한 교통사고 중상자 수 집계에 있어서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중상 교통사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
다. 많은 국가에서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전적으로 경찰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러 한계점을 보여왔다. 네덜란드에서는 1996년 이전의 교통사고통계는 전적으로 경찰의
사고보고서에 의존하였지만,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 중상자 통계 집계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
청은 국토교통부(Rijkswaterstaat)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하
고 있다. 개별 교통사고 희생자에게 고유 식별자를 할당하여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기밀로 공
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경찰, 응급 서비스 및 병원 등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중상자 수를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교통사고 보고체계를 도입(경찰 및 보험회사의 지원 및 검증 절차 포함)하여, 교통사
고 당사자가 상세한 교통사고 경위 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Verbond van
Verzekeraars, 2021). 둘째, 여러 국가는 중상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여 왔으며 보고된 수치
는 크게 차이를 보여왔다. 2012년 유럽연합은 중상 입원 환자를 MAIS 3 이상으로 공통적으
로 정의하기로 채택했다.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 교통사고 DB 수집체계에 관해 알아본다.

KOTI Vision Zero Brief

용어 정의

네덜란드

일본

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약식 상해 등급(Abbreviated
Injury Scale, AIS)

최대 약식 상해 등급
(Maximum Abbreviated
Injury Scale, MAIS)
손상정도계수(Injury Severity
Score, ISS)

교통사고 중상자
기준

영국

공도에서 1대 이상의 이동중인 차량을 수반한 사고로써 대물 및 대인 피해를
야기한 사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상으로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자
교통사고로 인한 9개 신체 부위별 (1: 머리, 2: 얼굴, 3: 목, 4:가슴, 5: 배, 6:
등, 척추, 7: 팔, 8: 다리, 9: 피부, 화상) 손상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6점 척도(1: 경미, 2: 보통, 3: 중상, 4: 심각, 5: 매우 심각, 6: 치사)로써 교통
사고 조사분석에 사용되고 있음. 1971년 미국 자동차 의학 진흥 협회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utomotive Medicine, AAAM)
가 제시함.

AIS에 기반한 지표로써, 9개 신체부위 가운데 상해가 가장 큰 부위의 AIS 값

AIS에 기반한 지표로써, 9개 신체부위 가운데 상해가 가장 큰 3개 부위 AIS
값의 자승의 합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상해”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입
원해야 하는 부상으로 정의하며, 경찰이 보고한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병원 관찰 기간이 필
요한 가벼운 부상에서부터 희생자가 평생 장애를 입게 되는 가장 심각한 상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경찰이 사용하는 상해 정의와 함께 많은 국가의 병원에서는
상해의 정도와 강도에 따라 상해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ISS, AIS 및 MAIS가 있다.
국제적으로 MAIS 3 이상의 상해 수준을 중상으로 간주하고, 그 이하는 가벼운 부상의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 문서에서 MAIS 3+ 정의를 채
택했으며, 2014년 MAIS3+ 정의에 따라 13만 5,000건의 중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러나 ISS 및 MAIS 표준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네덜란드 교통사고
DB 수집 체계

네덜란드는 교통안전업무를 국토교통부(Rijkswaterstaat) 산하 도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경찰 또는 교통사고 조사관이 사고조사를 수행하면, 도로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사고 자료를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관리청에서 사고방지대책을 수
립하여 유사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네덜란드는 BRON(Bestand geRegistreerde Ongevallen in
Nederland)이라 명명한 교통사고 통합 DB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교통사고통계를
발표한다. BRON은 경찰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도로관리청의 교통사고조사관에 의해 1차적
으로 수집된 사고자료를 관리하고 있다(2017년 12만 건 수집). 수집된 DB에는 상세한 사고
경위 및 사고장소, 사고일시 등이 기록되어 있어 교통안전 수준 평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
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교통안전연구소(SWOV)는 BRON의 1차 수집DB와 국가 부상정보시스템 (LIS)와 연계하여
상해중증도에 따른 부상자 수를 추정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보고서, 병원 및
법원 기록을 통해 통계청(CBS)으로 자료가 전송되며 여러 출처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가공
(중복 값 제거 및 국외 사망사고 제외)하여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추정한다.
최근에는 첨단 교통사고 보고체계 (Smart Traffic Accident Reporting, STAR)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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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고당사자가 스마트폰 앱(Verbond van Verzekeraars, 2021)을 이용해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경찰 및 보험회사에 보고할 수 있으며,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최종적으로 BRON의
교통사고 DB와 동기화된다. 교통안전연구소와 통계청에서도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더욱 정
확한 교통사고 부상자 수 및 사망자 수 추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DB 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림 1

네덜란드의 교통사고 DB 수집 체계

자료: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2021

마치며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Rijkswaterstaat)에서 운영 및 관리 중인 교통사고 통합 DB (BRON)
은 경찰, 병원, 법원 및 보험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교통사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일원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신속한 교통안전 업무
에 큰 도움이 되며 유사 및 반복 사고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를 주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책효과를
모델링하여 개선 사항의 필요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Verbond van Verzekeraars (2021). “Mobielschademelden.nl”
https://www.mobielschademelden.nl/#/landingspagina, 2021년 7월 3일 접속
2.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Bronnen voor ongevallencijfers”
https://www.rijkswaterstaat.nl/wegen/wegbeheer/onderzoek/verkeersveiligheid-en-ongevallencijfer
s/bronnen-voor-ongevallencijfers, 2021년 7월 3일 접속
3.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Verkeersveiligheid en ongevallencijfers”
https://www.rijkswaterstaat.nl/wegen/wegbeheer/onderzoek/verkeersveiligheid-en-ongevallencijfer
s, 2021년 7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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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SIP 교통사고 패턴과 D-Call Net 사고
사례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추이와 일본 정부의 목표는 <그림 1>과 같으며, 1948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치솟은 시기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피크인 1970년은 제1
차 교통전쟁으로 불리었으며, 다음 해인 1971년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9년
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8,466명까지 감소시켰다. 두 번째 피크인 199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452명까지 증가하여 제2차 교통전쟁으로 불리었고, 같은 해 3월에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ITARDA : Institute for Traffic Accident Research and Data Analysis)
가 설립되었다. ITARDA에서 수집하고 있는 사고데이터는 마이크로 조사와 매크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로서 매크로 분석을
바탕으로 한 SIP 교통사고 패턴과 특정 목적을 위한 마이크로 조사를 바탕으로 한 D-Call
Net 사고 사례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추이와 일본 정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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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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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교통사고 패턴과 활용사례
ITARDA는 2013년 9월에 개최된 제114회 종합과학기술 회의에서 국가중점 프로젝트로 선
정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의 하나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저감효과 측정 방법과 국가 공유데이
터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IP 교통사고 패턴은 자율주행시스템 등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음의 4가지 항목을 전제로 하고 있다. ITARDA는 2013년의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
사고의 패턴을 분류하여 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80% 이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3,499명 이상의 패턴을 집계하였다[그림 2].
·각종 안전대책·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분류법일 것
·효과측정 시에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일 것
·분류한 사고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할 것
·2013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분류 방법일 것

그림 2

교통사고 패턴의 구축방법

위 방법으로 분류한 교통사고 패턴을 활용하여 사륜차가 정지하고 있는 사고패턴(패턴 번호
CTC-25)과 사륜차가 직진·전진하고 있는 사고패턴(패턴 번호 CTC-26)을 대상으로 2008
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CTC-25의 사고 건수가 약 7만 건, CTC-26의 사고 건수가 약 2만 건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국토교통성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2013년의 피해경감 브레이크를 장착
한 신차의 보급률 4.3%가 2016년에 66.2%로 증가한 것이 사고 건수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림 3

CTC-25와 CTC-26의 사고 건수·사망자 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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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ll Net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영국

1. D-Call Net의 개요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교통사고 자동경보시스템인 헬프넷을 운용하고 있어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위치정보가 콜센터에 전송되어 구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구급 자동통보 시스템 D-Call Net이 헬프
넷과 연계하여 차량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EDR : Event Data
Recorder)를 통해 수집한 충돌의 방향, 충격의 크기, 안전벨트의 착용 유무, 다중충돌 유무
의 정보가 콜센터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콜센터에서는 사망·중상률 추정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운전석, 조수석의 사망·중상 확률을 산출하여 닥터헬기의 단말기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
다. D-Call Net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2012년에 일본 자동차연구소가 실증실험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고발생부터 소방본부가 감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감소하였
으며, 닥터헬기의 요청 시간은 15분에서 3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일본의 D-Call Net과 닥터헬기의 단말기에 전송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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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all Net 사고사례의 조사체제
현재, D-Call Net은 문제점을 추출하고 상해 추정 알고리즘의 평가 등에 대해 연구하기 위
해서 특정 NPO 법인 병원 헬리콥터 네트워크 HEM-Net(Emergency Medical Network
of helicopter and hospital)과 ITARDA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사례의 조사
는 <그림 5>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D-Call Net 사고사례의 연구체제와 조사방법

8

KOTI Vision Zero Brief

마치며

네덜란드

일본

미국

영국

일본의 새로운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로서 개발되고 있는 SIP 사고패턴은 향후 국가 데이터
베이스로서 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D-Call Net 사고사례 조사는 닥터헬기 출동사례
데이터와 연계시켜 문제점의 추출과 알고리즘의 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해 갈 예정이며,
D-Call Net의 상해 예측 알고리즘을 국제표준으로 설정하는 활동을 실시하면서 자율주행차
량의 사고 사례조사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
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닥터헬기, 자율주
행차량 등과의 연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데이
터를 분석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여러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데이터
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해 갔으면 한다.

참고문헌
1.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
2. 国土交通省 国土技術政策総合研究所 홈페이지, https://www.nilim.go.jp/
3. 内閣府 홈페이지, https://www.cao.go.jp/
4.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홈페이지, https://www.itarda.or.jp/
5. SIP 홈페이지, https://www.jst.go.jp/sip/
6. 내각부, 제1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https://www8.cao.go.jp/koutu/kihon/keikaku11/index.html
7. 株式会社 日本緊急通報サービス 홈페이지, https://www.helpnet.co.jp/
8. 특정 NPO법인 병원헬리콥터 네트워크 HEM-Net 홈페이지, https://hemnet.jp/
9.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新たな自己データベースの構築, 2018
10. 国土交通省, 交通事故統計及び事故事例の分析に基づき実施すべき死亡・重傷事故の低減対策のポイン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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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 담당 기관 및 체계
University of Utah 도시계획학과 교수

홍의석

들어가며

미국의 도로 교통 데이터는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
히 교통사고 데이터의 경우 교통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등과 같은 부분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도로 교통통계 수집 담당 기관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도로교통
정보체계

미국의 교통사고 조사는 원칙적으로 각 주 정부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주마다 교통사
고 조사양식이나 교통 관련 법규, 단속지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전체적인 교통사
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1976년 국가통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istics and Analysis, NCSA)를 설립하여, 미국 전역에서 수집되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CSA는 주 정부로부터 보고
되는 교통사고 자료의 취합, 사망사고 전수조사, 사고 샘플링 조사를 통한 전국 단위의 사고
추정, 기타 특수 사고의 정밀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종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NCSA의 교통사고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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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A 교통사고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목적

FARS
CRSS
NASS
CISS
NMVCCS
SCI
CIREN
SDS
CODES

수집방법

각 주마다 상주하고 있는 FARS
사망사고자료를 통한 차량안전기준과
분석가에
도로 안전 평가 및 교통안전문제 규명
의해 수집
자료수집가들이 60개 지역의 400여
전반적인 교통사고현황 추정
개 경찰서를 매주 방문하여 수집
교통사고의 부상 과정 조사를 통해
주요 표본단위(PSU)에 위치한
차량 설계 시 차량안전 등의 개선
현장조사팀이 수집
현장 교통사고조사를 통해 사고
현장 자료 수집 현장자료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
특정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문사고 조사관이 현장 자료 수집
최신기술의 효과분석
전방, 측방, 전복 충돌을 동반한 중증 8개의 교통사고 외상센터에서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전문가들이 중증 교통사고 자료 수집
32개 주 교통사고 자료를 통해 전산
주별 사고유형 및 사고추세 파악
자료 수집
자동차 사고정보와 의료정보 연계
경찰사고 자료와 의료자료를 연계

출처 : NHTSA (2010)

NCSA 교통사고
정보시스템

1. 사망분석보고시스템(FARS)
NCSA는 사망분석보고시스템(Fatality Analysis Reporting System, FARS)이라는 조사
체계를 통해 사망사고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자료는 미국 전역(50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고 후 30일 이내에 승차자나 비 승차
자가 사망한 모든 사망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로, 교통사고 통계 확정 후에는 별도의 사이트에
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망사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2. 국가자동추출시스템(NASS)
NCSA는 각 사고의 사고 차량 상세정보, 사고 궤적, 탑승자 부상 정보, 주변 도로 환경 등의
상세정보를 수집하여 NASS(National Automotive Sampl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운
영하고 있다. NCSA는 최근 5년간 데이터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CRSS(Crash Report
Sampling System)와 CISS(Crash Investigation Sampling System) 두 가지 시스템으
로 구성된 새로운 교통사고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였다[그림1].
그림 1

국가교통정보수집체계 현대화 사업

출처 : NHTSA (2015)를 바탕으로 글쓴이 재구성

11

KOTI Vision Zero Brief

네덜란드

일본

미국

영국

CRSS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General Estimates System(GES)을 계승하는 시스템으로
각 주에서 수집된 교통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거시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시스템이
다. CRSS에 등록되는 자료들은 경찰청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작위 사고 표본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합한다. 반면 CISS는 Crashworthiness Data System(CDS)라고 불리는 기존
의 시스템을 계승하는 것으로 현장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
세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교통사고에 따른 상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팀이 충
돌 지점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피해자들과 인터뷰, 의료 기록을 검토하여 사고
심각성을 확인한다. 이후 NASS의 품질 관리 표준을 통과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표본이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CRSS와 CIS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NHTSA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차량 간의 충돌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안전 시스템 설계 및 평가에 사용
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
구들에 활용되고 있다.

3. 국가 자동차 사고 원인조사(NMVCCS)
NMVCCS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즉 운전자 부주의, 과속, 타이어 결함 등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
으며 현장조사 및 사고발생 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급차 파견의 여부, 경찰 리포트 및 NMVCCS조사관에 의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4. 특수충돌조사팀(SCI)
SCI는 새롭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한 시스템이다. 데이터 수집은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기술적 결함에 따
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자율주행차량기술이나 전기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교
통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SCI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자동차 충돌사고연구네트워크(CIREN)
CIREN는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차량과 탑승객의 상세한 충돌 재구성 정보를 포함하는데, 사
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생체역학적 분석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CISS에 기록
되지 않는 탑승자의 병원치료 및 결과 자료까지 제공한다. 충돌사고와 관련된 차량 정보의 경
우 구조적 변형 정도, 속도 변화, 보호장구 타입 및 그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되며, 승객 정보의
경우 차량 내 탑승 위치, 성별, 나이, 체형, 그리고 상해 정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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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정부 데이터시스템(SDS)
각각의 주에서는 경찰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데
이터의 형식이나 수집 방법은 모두 동일한 규격을 따르고 있다. 주 정부 통합데이터는 29개
의 주가 참여하여 있으며 운전자 행태, 법규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주 정부의 경찰관이 데이터 수집을 관할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취합하여 통합시스
템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7. 자동차 충돌 데이터 평가시스템(CODES)
CODES는 교통사고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를 연계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의료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주 단위로 전수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
으며 표본추출방식을 통한 샘플링 데이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갭을 보완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의 데이터시스템에서 수집하지 않는 빈도수가 적은 교통사고의 경우
CODE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고 경위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병원 부상
정도, 사망, 병원비 등에 대한 데이터가 링크 데이터로 제공되어 전반적인 교통사고 분석 및
영향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주 단위의 정책 수립 및 영향평가에 널리 쓰이고 있
다.

시사점

미국의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는 방대한 양과 더불어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복잡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교
통사고 데이터의 근간을 이루는 FARS와 NASS 시스템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른
추가 시스템이 구성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
하고 대조할 때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교통정보 담당 기관들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교
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 데이터를 중시
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풍토에 따라 교통 데이터를 전담하는 NCSA의 설립 또한 눈여겨 볼만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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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로 교통정보 수집 수단 및 제공 채널 소개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송준우

서론

영국에서는 Highways Agency로부터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폭넓게 얻을 수 있다. 일부 데
이터는 버밍엄, 켄트, 리즈, M25/런던, 맨체스터 등 5개 선택 지역에서 측정된 평균 속도
(mph)와 교통 흐름(veh/min)으로 나타낸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도로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해당 데이터들을 통해 교통량 및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본문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
한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 소개하고, Highways England(구 Highway Agency)가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1. Rubber Tubes (공압 튜브 센서)
공압 튜브 센서는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 거리만큼 간격을 두고 도로상에 고정시켜 주행
하는 차량이 해당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횟수를 기록한다. 2개 튜브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기
반으로 차량의 속도와 차량 분류를 추정할 수 있다. 도로상에 있는 튜브를 장착하거나 회수할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구성된 인력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량 정보 기록 기간이 지나면, 튜브를 수
거하여 차량 정보 기록이 필요한 지역에 재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공압 튜브 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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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der(레이더)
레이더는 전파를 사용하여 차량을 감지하고 기본적인 차량 분류를 기록할 수 있다. 레이더 시
스템 장치는 일반적으로 다리나 램프 기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각도에 따라 교통데이
터의 질이 좌우되는 만큼, 차량과 도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장치를 정확한 각도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Rubber Tubes처럼 설치 및 회수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공압 튜브 센서 [2]

3. Video Camera(비디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CCTV와 같이 길가에 설치되어 지나가는 차량을 녹화하고 자동 인식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찰된 차량들을 분류한다. CCTV와 비슷한 용
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센서에 비해 도로상의 이상을 빨리 감지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
해 이상으로 판정된 차량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카메라 렌즈를 기반으로
차량 및 도로 상황을 감지하기 때문에 악천후(예, 안개, 폭설, 폭우 등)에 차량을 모니터링하
기엔 한계가 있다.
그림 3

Video Came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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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ANPR) cameras(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모바일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현재 교통부(DFT, Department of Transport)의 차량
통계팀이 차량 관련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메라는 보통 도로변에
위치하며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고, 해당 정보를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해당 차량의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4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4]

5. Highway England
Highway England는 영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를 운영, 유지 및 개선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소유의 회사이다. 도로 표지판 및 API(WEBTRIS) 제공을 통해 교통 정보 서비스
를 운영하고, 교통 담당관들에게 도로상의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교통 상황 개선 방안 전
달한다. 특히, WebTRIS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든 영국 내 고속도
로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5>는 Highways England가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WebTRIS를 보여준다. <그림 6>은 <그림
5>에서 보여주는 색깔별 표식에 대한 의미를 말해준다. 그리하여 해당 표식을 통해 어느 지역
도로에서 현재 차량이 많이 밀집해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Highways England가 제공하는 실시간 Web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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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밀도를 나타내는 표식 (차량 대수)

도로상의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Rubber Tubes, Radar, Video Camera, ANPR등을 이용하여 도로상의 차량 밀집도 및 차
량 정보를 얻고 분류하여 연구 및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교통량을 분석하여 지역별 교
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Highways England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Video Camera 등의
센서를 통해 지역별 차량 밀집도 및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PI를 통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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