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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일    시 : 2016. 7. 4 (월) 15:00 ~ 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 주요 식순  ●

사회 : 하승재 보좌관(주승용 의원실)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등록

⋅
입장

14:00～15:00 ◦ 등록 및 입장 일반 참석자

14:40～15:00 ◦ VIP 티타임

14:58～15:00 ◦ VIP 입장

1부

15:00～15:05 ◦ 교통안전 영상 시청, 개회 선언

15:05～15:09 ◦ 국민의례, 내빈소개

15:09～15:18 ◦ 대회사(인사말) 대표(부대표)

15:18～15:30 ◦ 축 사 국회 의장 등

15:30～15:40 ◦ 출범식 포럼 임원진

2부 15:40～16:10

◦ 국회 교통안전포럼에 바란다!

 −교통사고 현황 및 20대 국회 주요 교통안전

   입법과제

설재훈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2부 16:10～17:00

◦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

좌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

폐회 17:0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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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2016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일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적영역에 대한 비판

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웬만해서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교통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여전히 각종 안전사고 중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하며 지금도 많은 

개인과 가정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2배에서 4배 가까이 초과

하는 최악의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

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 이에 따른 적절한 교통안전대

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할 것입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시류에 뒤처지지 않

도록 관련 업계 및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중심에

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등 선진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해 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이 같은 취지에 깊이 공감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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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4기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식 겸 정책세미나를 후원해주신 녹색어머니중앙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

해보혐협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

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0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새로운 4년의 비

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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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

윤후덕 국회의원

국회교통안전포럼의 뜻 깊은 토론회를 포럼의 부회장으로서 함께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

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설재훈 박사님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대한교통학회 

김영찬 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 3,429명을 최고점으로 하여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4,621명까지 낮아졌습니다. 1991년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424만대였던 반

면, 2015년에는 2,099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9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1.6명으로 

감축하여 빠른 시일 내 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13~ 1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12~ 16)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8차 

기본계획( 17~ 21)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통안전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을 위한 캠페인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교통안전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

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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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

윤재옥 국회의원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안

을 모색하는 ｢제4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춘석 의원님과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과 발제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시설과 운영측면에서 세계일류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교통안전분야에서

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2014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평균 

6.5명 대비 1.7배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며,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보다는 자동차의 소통원활화에 중점을 두고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

을 시행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교통안전법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교통안전 조직과 예산을 확충한다면 

국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안전중심의 교통안전 법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의 기틀이 되는 정책수립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세미나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실효성 있는 방안

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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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

김관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관영 입니다. 

지난 2004년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교통안전포럼 제4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통안전포럼은 국회 최초로 교통안전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법개정과 예산확보 사업들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

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성과를 펼쳐온 우수 포럼입니다. 

이 뿌리 깊은 포럼의 제4기 부대표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포럼이 많은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 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긴요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육박하는 고령인구사

고가 앞으로 증가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노령인구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이

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절박해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럼이 당초 출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시대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저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연간 사회적 비용이 약 27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발표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 정

부 1년 예산의 9.7%에 달하는 적지 않은 큰 규모입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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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로화야 말로 우리나라 그 어떤 경제 활성화·비용절감 왕도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우리 포럼이 앞장섭시다.

오늘 열리는 정책세미나가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 4기의 출범에 발맞춰 열리는 매우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통해 최근 교통사고 빅데

이터 분석을 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미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님, 2부 토론에 좌장을 맡아주신 

대한교통학회 김영찬 회장님과 토론자 국토교통부 예창섭 과장님, 국민안전처 홍종완 과

장님, 경찰청 윤소식 과장님, 서울시 강지농 과장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부

장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중앙회

장님 그리고 녹색어머니중앙회 강윤례 중앙회장님께 포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인사 드

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아진 고견을 포럼과 의정활동에 두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포럼 운영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오신 관계 기관 및 각 계 협회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심심한 인사를 드리면서 포럼의 무궁한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의 

앞날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교통사고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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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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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예 창 섭

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사고 고위험 요인(고령자·어린이·보행자)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및 교

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홍보·단속 강화 추진

* 현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법규 위반행위 제재강화, 교통안전교

육 강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 총 46개 과제를 지속 추진 중

1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

(법규 개선)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

 난폭운전 금지 처벌 규정( 16.2월)에 따른 단속 및 얌체 운전 단속 강화, 단

속 효과가 높은 구간단속 장비 확대( 15년 29 → 16년 43개소)

* 난폭운전 금지 처벌 규정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등)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

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 자배법 규정 정비 등 

* 분담금 징수율의 3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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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 부착 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 추진(자배법 개정) 및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활동 강화

✽1 안전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수 있는 권고사항 마련
✽2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직권말소 등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16.2월)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홍

보 강화,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국민 공감형 홍보 지속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 국민참여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 마련( 16.10월) 체험교육 가능한 첨단 교육장* 구축(3개소 시범)

✽ 체험위주 교육이 가능한 첨단교육장 구축 시범사업(서울, 대전충남, 광주전남)

2  안전지향 인프라 확충

(도로 안전성 향상)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역 개선 등을 지속 추

진하고, 회전교차로 및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 지속 확대 

* 사고잦은곳(국도 71개소, 지방도 52개소), 위험도로(국도 55개소, 지방도 111개

소),회전교차로(국도 17개소, 지방도 18개소), 졸음쉼터(고속도로 14개소, 국도 

10개소)

 지역 교통정보센터의 돌발정보 검증체계(CCTV 모니터링) 강화, 자율

주행차 운행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변 통신 기지국 설치* 추진

✽ 25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 설치 목표로 추진

(보행자 안전 확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16.8월)

*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13년 47개소 → 
’14년 77개소 → 15년 25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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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환경 조성사업(14개소) 추진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등을 담

은 노인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16.7월)

(자동차 안전 제고) 첨단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차선이탈경보시스

템, 자동비상제동장치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의무화 추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6.12월)

3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고령자 교통안전)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순회 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확대 설치( 16.6월)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지원사업(50개 마을) 실시

( 16.9월)

✽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 16.12월)

(어린이 교통안전)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집중단속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교시간 지도인력 집중 배치 등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 및 차를 보고 건너요(노래) 등을 활용한 교통

안전 교육, 어린이 안전모(7,000개), 카시트(1,000개) 보급 등

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운수업체 안전관리) 사망사고 발생 등 사고 유발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

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

* '15년 534개 회사 대상 교통안전점검 실시, 715개 개선사항 발굴



(운수종사자 관리) 사고 고위험군(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대상)의 디지털 운행기

록을 집중 관리하여 운전습관 컨설팅 강화 

 수도권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준공( 16.10월, 연간 교육인원 20,000명)하여 운

수 종사자 체험 교육 강화 기반 마련 

✽ 교통안전점검 진단대상 디지털운행기록 분석률 : 15년 78% → 16년 90% 

이상

(사고대응 강화) E-call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을 착수(’16.4월)하고, 2차

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5  교통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정책 총괄ㆍ조정)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6.12월), 교통안전정

책 민관협의회 활성화, 홍보협의회* 운영 강화

* 국토부 교육부 안전처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

회 및 버스 택시 화물 렌트카 공제회 등 참여 중

 각 부처별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협조 사항 공유, 각종 홍보 캠페인 교육 

등에 대한 연계성 및 협력 강화 

(지자체 교통안전 역량 강화)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한 교통안전 대책 공유 강화

 부산‧군산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준공( 16.12월), 지자체 취약지 특

별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책 지원( 16.12월)

 지자체간 교통안전 노력 강화를 위한 교통문화지수 평가 및 발표

( 16.11월), 교통안전 우수지자체 관련 정부포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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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2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홍 종 완 

1  음주운전 사망자수 감소방안

국민안전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연말연시 

전국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15.12.17~30)

 전국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 15,627여명이 참여, 교통문화 확산

행사 등 자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음주운전예

방 캠페인 추진 

 또한 12. 22(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예방캠페

인 에서는 음주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체험, 음주고글체험 등 체

험형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음 

 또한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유

흥거리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

각심을 고취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관계기관

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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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사(국민안전처 주최) >
▶ 일시/장소 : ‘15. 12. 22(화) 18:00～20:00 / 종로 보신각
▶ 참여인원 :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 민간단체, 관련업계 등 200여명 참여
   ※ 주류협회, 안실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손보협회, 음주운전예방재단 등
▶ 현장시민체험 :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체험, 음주고글체험 등
▶ 홍보실적 : 길거리 캠페인, 음주운전예방 홍보기념품 배포(물티슈, 핫팩, 핸드폰

거치대 등), 언론보도 47회, 기관SNS(안전가득코리아) 시민참여홍보

 

2  보행중 사망자수 감소방안

1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사망자는 1,795명으로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38.8%(전체 : 4,621명)를 차지함.

 국민안전처에서는 보행사망자 감소를 위해 09년부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년 사업완료 구간에 대한 교

통사고 감소효과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38.6% (263건→162

건), 사망자 50%(8명→4명) 감소하는 효과를 얻음.

 16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 14개소 123억원

을 지원하여, 무단횡당 방지시설, 보차도분리, 차로폭 축소, 보행

자 전용길 조성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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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 ‘13년 사업완료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결과

 - 교통사고 발생건수 △38.6%(263건→162건), 사망자 △50%(8명→4명)

◈ '12년 사업완료 구간에 대한 보행량 표본 모니터링 결과 (서울 용산)

 - 보행자 수 사업 시행 전보다 3배 급증 (개선 전 41,593명 → 개선 후 127,915명)

또한 주택 집지 등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

활권이면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11～’13년 교통사고 현황 분석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6,053명 중 4,019명(66.4%)이 13m 미만 생활도로에서 발생 어린

이는 161명 중 141명(88.1%), 노인은 2,793명 중 1,935명(69.3%)

이 13m 미만 생활도로에서 발생.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을 

위해 ’15년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생활권 이면도로 210개소, 

104억원을 지원, 이면도로 보도확충,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

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

경찰청,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적극 노력.

3  노인 사망자수 감소방안

’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는 1,81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3%를 차지함.

최근 10년간 노인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일정하나, 점유율은 증가 추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 감소, 노인은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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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5년간(’11~’15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전체 교통사고는 4.7% 증가,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69.6% 증가

구 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전체 노인 점유율 전체 노인 점유율

‘11년 27,251,153 1,451,437 5.3% 221,711 13,596 6.1%

‘13년 28,848,040 1,869,155 6.5% 215,354 17,590 8.2%

‘15년 30,293,621 2,294,058 7.6% 232,035 23,063 9.9%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러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안

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기간 단축방안 도입을 위한 ｢노인안전 종합대책｣(교통분야)공청

회를 개최(6.13)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및 관계기관별 추진과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여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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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교통사고 감소방안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관리 도로상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

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잦은곳(′15년 분석/ 도로교통공단) : 발생건수43.6%, 사

망자 60.6%감소 (교통사고 : 3,579건→2,020건/ 사망자 : 74명→29명 )

 회전교차로설치(′15년 분석/ 도로교통공단) : 발생건수48%, 사상

자 45.2%감소 (교통사고 : 100건→52건/ 사상자 : 155명→85명 )

 안전한보행환경(′15년 분석/ 도로교통공단) : 발생건수38.6%, 사

망자 50%감소(교통사고 : 263건→162건/ 사망자 : 8명→4명 )

 그러나 우수한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리도로는 지자체 관

리원칙이라는 기재부 방침으로 매년 국지지원이 감소되어 지방관

리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도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여기계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최근 5년간(‘12~’16)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예산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국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5년간 증감

계 119,448 96,915 41,400 30,677 22,990 △96,458 (△80.4%)

교통사고잦은곳개선 22,797 28,015 13,000 5,777 4,150 △18,647 (△81.8%)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2,151 38,000 9,500 9,500 6,560 △35,591 (△84.4%)

안전한보행환경조성 54,500 30,900 18,900 15,400 12,280 △42,270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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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3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윤 소 식

1  음주운전 단속기준 하향

현행 도교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검토결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자는 의

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경찰청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음주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대국민 인

식도 조사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을 확인하였음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16. 5)
- 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

- 기간 및 방법: ’16. 4. 4.～5. 3(1개월), 전화설문조사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05%→0.03%) 응답자 75.1% 동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및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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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작년(5월) 대비 음주운전 단속은 2.8%(100,343건 → 103,188건) 증

가하였으며, 6월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추진 계획｣ 추
진으로 대규모 음주운전단속 실시 중

검토결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을 해치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주1회 

일제단속 및 불시 음주단속 추진

3  생활도로구역 법제화

주택가 상가 주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

는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 중(’15년말 기준 259개소)

생활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중구 등 6개소 분석결과 사상자 43.9% 감소(’14.6월 도로교통공단)

생활도로구역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법제화 추진

※기존 ‘생활도로구역’의 명칭을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제한속도를 이해할 수 있는 

‘30구역’으로 변경

관련부처 사전 
의견조회

경찰위원회
입볍예고 및 
규제심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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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범칙금 인상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 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형벌기능이 반감되고 있어 상향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호주의 11.9%, 영국의 24.0%, 미국의 25.5%, 프랑스의 

34.3%, 일본의 50.0% 독일의 52.2% 수준

다만, 범칙금 등의 인상은 국민생활과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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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4

서울특별시청 교통운영과장

강 진 동

’12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국 5,392명, 서울 424명에서 ’15년 전국 

4,621명, 서울 376명으로 각각 14%, 11% 감소하였으나 OECD 주요국

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최상위 수준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에서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하는 큰 틀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

서울시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차대차 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

드는 추세이나 보행중 사망자수가 절반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자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차종별로는 ’15년 기준으로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수가 52%로 가장 

높으나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수가 ’12년 15%, ’15년 20%로 증가하

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함

도시부 제한속도 30km/h, 50km/h로 하향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 적극 찬성하나 도시부 도로에 대해 별도로 

속도로 규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서울시에서는 시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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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이상이 차도폭 13m 미만에

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30km/h

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새로운 안전시설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

 검지기술, 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적인 요구 등에 의해 새로운 교통

안전시설 도입이 필요함 ex,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중 스마트폰 

주의표지,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기, 발광

형 표지․표지병 등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함

교통안전 면허 교육, 처벌 등 강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유럽의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감독관이 상당 시간

을 동승하여 도로주행을 평가하고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본인의 소득

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내에서도 운전면허 시험 강화,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 범칙금 상

향 등 추진이 필요함 

비신호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생활도로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교차로에서 우측차량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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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 우선, 주도로 차량 우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 우

선 등의 정착이 필요함

 운전면허 시험 교육, 관련 홍보를 통해 예측가능한 도로환경을 만

드는 노력이 필요함

교통안전 분야 국비 지원 확대 필요

 교통안전 분야가 SOC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어 SOC투자 축소에 따

라 교통안전 예산이 줄어 들고 있음

 ’16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분야 국비지원 규모가 

’13년의 1/8수준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외에도 

지자체가 교통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여러분야의 사업에 국비를 지

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서식(104호) 개선

 2015년 총 사망자 4,762명중 교통사고 원인이 기타(안전운전 불이

행 등)로 구분된 사고원인 불명확한 경우가 3,250명으로 전체의 약 

68% 수준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양식을 세분화하여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

고 등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교통안전 전담조직 신설 적극적 독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관련 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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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단위에서 교통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있는 교통

안전 정책 추진이 필요함.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15년 교통안전 업

무를 전담하는 교통안전팀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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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중앙회장

윤 석 범

교통안전 입법실적 중 

두 가지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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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6

녹색어머니중앙회 중앙회장

강 윤 례

1  스쿨존 주정차위반 단속 권한 위힘

문제점 및 현황

 (사고 원인)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

하며, 이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추세

*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 4명('14년) ⇨ 8명('15년) ⋇100% 증가

 (문제 해소 어려움) 스쿨존 주변 상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항시 발생, 

각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스쿨존에 항상 단속공무원들이 주재 

할 수 없어 해소 어려움

건의 사항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2  녹색어머니 학교 교육 의무화

문제점 및 현황

 (문제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교통법규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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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습관 

조성 필요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제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

시‘('16.3.15)에 의한 연간 11시간 교육, 초등학교 안전교과 신설

('17년) 등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교육전문성) 도로교통공단 및 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을 통한 교통안전 강사 양성 교육 이수

건의 사항

 현행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관련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교육의 질 향상 및 효과 제고 

【참 고】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
처치교육

교
육
시
간

유
치
원

13 10 8 10 6 2 2

초
등
학
교

12 11 8 10 6 2 2

중
학
교

10 10 10 10 6 3 2

고
등
학
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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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7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 윤 호

1  조직에 관련된 사항

교통안전 총괄 조직 설치의 필요성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 총괄조직의 운영 성과(1995, 2000)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총괄조정,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상시 조사, 부처별 교통안전 추진

사업의 효과성 검토, 교통안전 R&D 추진 등

2  예산에 관련된 사항

교통안전 추진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교통안전 정책추진을 위한 회계 편성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제정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교통안전계정 신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책임보험료) 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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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예산에 대한 삭감 금지

기재부의 교통안전 예산 동결, 삭감시 보고서 제출 의무화\

3  단속에 관련된 사항

비노출 단속의 활성화(함정단속)

교통범칙금 수준의 상향 조정(합리화)

 속도 : 한국(12만원), 일본(105만원) 프랑스(497만원), 영국(421만원)

 음주 : 한국(1,000만원), 일본(1,500만원), 스웨덴(2년), 영국(6개월)

4  문화에 관련된 사항

자동차운전면허제도 전면 재개편

 현행 13시간 → 60시간 이상

 학교교육과 운전면허제도의 연계 방안 마련

학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주당 1시간씩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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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김 인 석

1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

들어가는 말

지난 제19대 국회는 교통안전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 7년간(2008~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5천명 대에 머물고 있던 상

황에서 2014년에 4,762명으로 4천명대에 첫 진입하였다. 이는 1978년 사망자 5천명

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1만명을 돌파한 이래 36년 만에 다시 5천명 아

래로 감소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교통안전정책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4천명 대 진입은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추진한 여러 정책과 활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

다. 교통사고 감소 원인으로 도로환경개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차량안전성능 향

상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통문화지수의 조사지표(안전띠 착용율, 정지선 준수

율, 신호준수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성숙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교통안전정책 5E, 즉 단속(enforcement), 교육(education), 공학

(engineering), 긴급구조(emergency), 평가(evaluation)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이 유기적으로 연계(collaboration)되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높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20대 국회는 괄목할만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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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것인가? 교통사고는 아주 드물게(rarity), 무작위적으로(randomness)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직․간접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90% 이상이 인적요인

(human factor)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OECD 중위권(교통사고 사

망자 3천명 대) 진입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을 토대로 5대 중점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2  교통안전 5대 중점추진전략

중점전략1: 사람중심 차량속도관리 강화

첫째, 도시부도로 3단계(제한속도 3-5-7) 법정 제한속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부도로 제한속도를 30-50-70km/h 로 명확히 하는 정책은 도로기능(위계구

조)을 단순화하고, 사고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측면에서 매

우 효과적인 운영관리 기법이다. 3단계 속도관리체계는 네트워크 내 차량속도 편차를 

줄이고, 차량과 보행자에 동등한 통행권을 부여하는 교통운영 선진화에 첫 단추를 성

공적으로 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부 제한속도 설정은 국제기준과도 조화

를 이룬다. 유럽은 30-50km/h(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30-50-70km/h(네

덜란드, 노르웨이 등), 그 외 EU 국가는 도시부도로를 대부분 50km/h로 지정․운영하

고 있다. 아울러, 지방부도로 제한속도는 도로기능,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설정

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부도로 3단계 제한속도 원칙 하에, 경찰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30구역

(現 생활도로구역)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주택가․상가 주변 이면

도로를 면(area) 단위로 설정하여 제한속도를 일괄 30km/h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이다. 현재 생활도로구역 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운영관리 측면에서 강제

성을 부여하는데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처럼 Zone 30, Temp 30, Community 

zone 개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위에서 언급한 3단계 차량속도관리와 더불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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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형 생활권 이면도로 환경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제한속도 3-5-7, 30구역과 같은 정책은 이동성(mobility)보다 안전성(safety)을 

중요시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속도관리, 사람중심 도로인프라 설계․시공 등 세부적

인 운영관리지침이 마련되는데 기본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감

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전략2: 운전자 법규위반 제재수단 다양화

셋째,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보다 강력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음주

운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려는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9월에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준치는 체중, 

알콜분해능력, 성별 등 개인마다 혈중 알콜 농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통상 체

중 60~70kg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이다. 따라서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검찰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공표하였는데 차량몰수, 강력한 형사처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실질적인 법 적용을 엄중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는 2급 살인죄 적용(미

국), 술 제공자 및 권유자 함께 처벌(일본), 신상정보공개(호주) 등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라

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교통사고 피해심각수준, 상습 법규위반, 11대 중대과실 교통사고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자기부담금 인상, 보험료 할증제도 등 운전자 법규위반 제재수단을 강

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법규위반 발생빈도는 낮은 교통

범칙금, 운전자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을 보험사에서 대부분 지급해주는 시스템도 운전자 법규위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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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하는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가정과 생활영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외에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과도 직결된다면 사고위험성이 높

은 법규위반 행위는 감소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전습관 연계보험(User-based 

insurance) 등과 같이 안전운전(착한운전)을 하게 되면 개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추진해야 한다.  

중점전략3: 교통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다섯째,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 개선 필

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인구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다

가오는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계층 변화추이에 맞추어 고령자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심도있게 점검할 시점이

다. 현행법상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5년마다 수시․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하

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해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정 검사를 통해 

면허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 및 신체적 운동능력 

저하, 제한된 시야확보 등으로 전방상황에 대한 반응속도와 행동판단이 늦기 때문에 

연령별, 개인운전능력별 운전면허 갱신주기, 적성검사 항목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

다. 영국은 70세 기준으로 3년마다 건강상태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여 운전면허를 갱

신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에게 2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하

여 면허갱신 여부를 판정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면허갱신연

령(예: 70세 이상), 갱신주기(3년 또는 2년), 수시․적성검사 항목 추가 및 대상 확대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여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예: 75세 이상) 등 고령운

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 번째, 도로시설기준, 도로교통법 등 현행 교통안전 법규 및 지침은 공로(公
路)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행안전이 중요시 되는 도로外 구역은 안전관리의 사

각지대에 있다. 아파트, 대학교, 주차장 내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나 법적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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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러한 도로外 구역은 산업발전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교통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도로外 구역의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실정

이다. 개선방안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현행 법

령에 시설 설계기준 및 운영관리 마련, 교통안전법의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에 도

로外 구역 반영, 도로교통법의 적용범위 내에 도로外 구역 반영 등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일곱 번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안전기준, 이용연령, 통행기준 등 법제도 정

비가 미흡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산업

이 급성장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보다 편리하며, 보다 오래가는 제품이 미래형 교통

수단으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전동휠, 전동퀵보드, 세그웨

이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법적으로 차

도와 보도 어느 곳에도 달릴 수 없다.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전동휠은 도로교통

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위에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도 위를 달리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으로 차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차도를 달리기 위

해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개

인형 이동수단을 타서도 안 된다. 현재의 법제도 여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동공

간(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타 교통수단과 혼재되어 통행하면서 충돌사고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세그웨이가 놀이기구인지 교통수단인지 빨

리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에 따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통행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전략4: 교통사고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

여덟 번째,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수집․관리체계 도입

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통계자료에 근거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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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교통사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정보, 사고지점 도

로특성, 교통운영, 차량특성, 기상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산관리되어야 사

고분석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2003년부터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 

Traffic accident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자료를 관리하고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조사 단계부터 한계점이 존재

한다. 미국은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대형트럭 및 버스 사고, 위험물 적재차량에 의

한 사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영국은 사망사고는 별도 DB를 구축하여 일반사고 

DB보다 상세한 정보(차량종류, 충돌당시 속도 등)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

망사고 DB를 별도로 관리하고 다양한 수집체계(현장조사, 사고동영상, EDR 등)을 

통해 법규위반 항목 중 안전운전불이행 의 세부항목(졸음운전, 난폭운전, DMB 시

청 등)을 구체화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아울

러 교통사고자료(경찰청), 도로시설 및 차량 자료(국토부), 보험자료(보험개발원), 날

씨(기상청) 등 자료를 연계․통합한 빅데이터 융합기술기반 교통사고 DB를 구축․관리

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교통안전사업 계획-집행-효과분석 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정책 입안이

나 교통사고 감소대책 수립․집행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으나, 사업전반의 효과평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평가항목(교통량, 차로수, 

도로선형, 사고원인 등)의 기초자료 부재, 효과평가 예산 미확보, 담당 공무원의 순

환보직으로 인한 사업관리 연속성 미흡 등 들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관련법상에 제시

된 평가체계부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수집-DB관리-효과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

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과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등 현행 관련법에 근거한 교통안전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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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전략5: 차세대 도로-차량-응급구조 첨단안전체계 마련

열 번째, 자율주행차량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 상용

화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기술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자리매김하면서 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 상

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시장조사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는 자율주행차

량 관련 입법추진 등의 법적 기반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반면에 국내는 아직 기술수

준과 안전문제 등을 빌미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2020년 부분자율주행차

량, 2025년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90% 감소할 것이라는 편익

도 있지만, 자율주행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법제도를 면

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 주체(운전자, 제조사 등) 여부, 자동화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관리 및 법규위반 책임 주체, 형사책임 측면에서 자동차운전과

실치사상죄 성립 여부, 피해자 보상 및 구상권 행사 등 보험적용 범위의 확대 등 민

형사나 행정 책임를 비롯한 현행 운전자 중심의 법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올 6월에 영국은 자율주행차량을 대상으로 자율

주행 운행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등 소프트웨어 오작동(해킹, 구조결함 등)에 의한 

사고발생 손해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을 출시하였다. 자율주행차량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차량안전 규제에 우선 집중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열한 번째, 교통사고 피해경감 차원에서 긴급구조요청시스템(e-call) 도입과 그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Call 시스템은 사고통보와 긴급출동이 one-stop 

사고처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차량 내 통신장비 장착 의무화와 표

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단말기 등 ICT을 활용한 사고 자동통보 서

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운영기술 등 단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침

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아울러 신규 차량 e-Call 장착 의무화 

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공공-민간 역할을 구분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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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맺음말

지금까지 교통안전 5대 중점추진전략과 11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있겠지만 현안이슈, 시의성, 사고감

소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조속한 입법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 진입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정책(active safety 

policy)과 사고발생시 피해 최소화 정책(passive safety policy) 입법추진과 함께 법

적근거에 의해 추진되는 실행과제는 바둑의 복기처럼 Plan(계획)-Do(실천)-See

(평가) 의 과정을 충실히 피드백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20대 국회는 교통안전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OECD 중위권 진입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참고자료

교통사고 주요통계 및

2015년 시군구별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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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대비 전년대비

전체

발생(건)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4.7 ⇧3.8

사망(명) 5,529 5,392 5,092 4,762 4,621 -16.4 -3.0

부상(명) 34,1391 344,565 328,711 337,497 350,400 ⇧2.6 ⇧3.8

어린이

발생(건) 13,323 12,499 11,728 12,110 12,192 -8.5 ⇧0.7

사망(명) 80 83 82 52 65 -18.8 ⇧25.0

부상(명) 16,323 15,485 14,437 14,894 15,034 -7.9 ⇧0.9

고령자

발생(건) 26,483 28,185 30,283 33,170 36,054 ⇧36.1 ⇧8.7 

사망(명) 1,724 1,864 1,833 1,815 1,814 ⇧5.2 -0.1

부상(명) 27,999 29,699 32,178 35,352 38,582 ⇧37.8 ⇧9.1

고령

운전자

발생(건) 13,596 15,190 17,590 20,275 23,063 ⇧69.6 ⇧13.8

사망(명) 605 718 737 763 815 ⇧34.7 ⇧6.8

부상(명) 19,814 22,043 25,734 29,420 33,787 ⇧70.5 ⇧14.8

보행자

발생(건) 50,710 51,044 50,022 51,145 51,759 ⇧2.1 ⇧1.2 

사망(명) 2,044 2,027 1,982 1,910 1,795 -12.2 -6.0

부상(명) 51,289 51,693 50,459 51,646 2,295 ⇧1.3 ⇧2.0

고령

보행자

사망(명) 883 959 951 919 909 ⇧2.9 -1.1

부상(명) 8,131 8,651 9,413 10,032 10,776 ⇧32.5 ⇧7.4

사업용

발생(건) 49,816 50,617 48,265 48,037 48,625 -2.4 ⇧1.2

사망(명) 928 997 920 881 904 -2.6 ⇧2.6

부상(명) 79,308 80,773 76,375 75,632 75,992 -4.2 ⇧0.5

음주

발생(건) 28,461 29,093 26,589 24,043 24,399 -14.3 ⇧1.5

사망(명) 733 815 727 592 583 -20.5 -1.5

부상(명) 51,135 52,345 47,711 42,772 42,880 -16.1 ⇧0.3

01

교통사고 주요 통계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2011년~2015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대비 전년대비

이륜차

발생(건) 10,170 10,415 10,433 11,758 12,654 ⇧24.4 ⇧7.6

사망(명) 429 405 413 392 401 -6.5 ⇧2.3

부상(명) 12,102 12,441 12,379 13,899 15,172 25.4 ⇧9.2

여성

운전자

발생(건) 36,928 37,208 37,251 40,943 43,990 ⇧19.1 ⇧7.4

사망(명) 502 501 528 524 540 ⇧7.6 ⇧3.1

부상(명) 56,737 56,970 56,438 61,483 66,421 ⇧17.1 ⇧8.0

OECD 교통사고 통계(2013년 기준) ⋇ 낮은순

국가 한국 스웨덴 영국 스위스 일본 칠레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0.1명 2.7명 2.8명 3.3명 4.0명 12.0명 5.5명

순위 32위 1위 2위 3위 10위 34위

국가 한국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터키
OECD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2명 0.4명 0.5명 0.6명 0.7명 3.3명 1.1명

순위 32위 1위 2위 6위 12위 33위

국가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칠레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3.9명 0.3명 0.4명 0.6명 0.9명 4.7명 1.2명

순위 33위 1위 3위 5위 14위 34위

국가 한국 영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칠레
OECD 
평균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29.5명 3.7명 4.2명 6.0명 8.0명 19.4명 8.7명

순위 34위 1위 2위 9위 17위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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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1 경북 울릉군 0 1 경북 울릉군 0

2 서울 동작구 1.7 2 서울 강서구 0.57

3 서울 강서구 2.01 3 서울 동작구 0.6

4 서울 도봉구 2.26 4 부산 금정구 0.64

5 서울 관악구 2.27 5 부산 연제구 0.67

6 서울 송파구 2.4 6 서울 송파구 0.67

7 부산 금정구 2.41 7 서울 성동구 0.69

8 서울 노원구 2.59 8 인천 남동구 0.71

9 서울 성동구 2.62 9 서울 도봉구 0.72

10 서울 양천구 2.86 10 인천 계양구 0.76

11 경기 과천시 2.89 11 서울 강남구 0.76

12 인천 부평구 3 12 경기 오산시 0.78

13 서울 은평구 3.18 13 인천 부평구 0.8

14 경기 수원시 3.19 14 경기 수원시 0.82

15 부산 북구 3.21 15 경기 과천시 0.82

16 경기 오산시 3.26 16 서울 관악구 0.82

17 부산 동래구 3.29 17 서울 양천구 0.84

18 부산 연제구 3.31 18 대구 동구 0.88

19 서울 강남구 3.44 19 서울 노원구 0.88

20 부산 남구 3.49 20 부산 북구 0.91

21 인천 남동구 3.49 21 부산 동래구 0.93

22 경기 광명시 3.71 22 인천 남구 0.93

23 경기 군포시 3.73 23 부산 해운대구 0.94

24 부산 해운대구 3.75 24 부산 남구 0.95

25 경기 의왕시 3.77 25 대구 중구 0.96

26 경기 안양시 3.8 26 울산 중구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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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군구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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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27 부산 사하구 3.8 27 경기 의왕시 0.99

28 서울 중랑구 3.82 28 대구 남구 1.01

29 서울 금천구 3.9 29 인천 연수구 1.02

30 서울 서대문구 4.02 30 서울 서초구 1.04

31 경기 성남시 4.04 31 인천 강화군 1.05

32 서울 성북구 4.05 32 부산 사하구 1.05

33 부산 진구 4.17 33 서울 금천구 1.06

34 서울 구로구 4.18 34 경기 안양시 1.06

35 서울 마포구 4.27 35 서울 은평구 1.08

36 대구 동구 4.27 36 부산 진구 1.09

37 서울 동대문구 4.28 37 부산 사상구 1.09

38 대구 남구 4.32 38 경기 군포시 1.09

39 인천 남구 4.37 39 대전 서구 1.11

40 경기 부천시 4.37 40 광주 남구 1.11

41 서울 서초구 4.43 41 경기 광명시 1.12

42 울산 중구 4.45 42 경기 성남시 1.15

43 광주 남구 4.49 43 경남 거제시 1.16

44 서울 광진구 4.53 44 대구 달서구 1.17

45 부산 사상구 4.54 45 서울 중구 1.18

46 부산 영도구 4.58 46 경기 여주시 1.19

47 인천 연수구 4.6 47 서울 중랑구 1.19

48 대전 서구 4.65 48 인천 서구 1.2

49 서울 강북구 4.78 49 대구 서구 1.21

50 서울 종로구 4.88 50 서울 구로구 1.23

51 서울 강동구 4.96 51 경기 부천시 1.23

52 경기 의정부시 5.03 52 서울 종로구 1.26

53 인천 서구 5.04 53 서울 마포구 1.26

54 경남 거제시 5.17 54 경남 창원시(통합) 1.3

55 경기 구리시 5.31 55 대전 중구 1.3

56 인천 계양구 5.33 56 울산 동구 1.31

57 대구 달서구 5.4 57 충북 제천시 1.31

58 대전 중구 5.43 58 대구 수성구 1.32

59 부산 수영구 5.52 59 울산 남구 1.32

60 경기 용인시 5.54 60 서울 동대문구 1.32

61 경기 남양주시 5.76 61 서울 성북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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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62 인천 강화군 5.85 62 경기 용인시 1.33

63 서울 중구 5.96 63 서울 서대문구 1.34

64 부산 서구 5.96 64 경기 시흥시 1.37

65 경기 시흥시 6.05 65 대구 북구 1.41

66 경기 고양시 6.15 66 경기 광주시 1.43

67 대구 서구 6.23 67 대전 유성구 1.44

68 울산 남구 6.3 68 경기 의정부시 1.44

69 대구 수성구 6.4 69 부산 수영구 1.45

70 충북 제천시 6.54 70 경기 남양주시 1.46

71 광주 광산구 6.58 71 부산 영도구 1.47

72 울산 동구 6.62 72 광주 광산구 1.48

73 광주 북구 6.66 73 서울 광진구 1.48

74 대구 북구 6.7 74 경기 구리시 1.48

75 서울 영등포구 6.7 75 서울 강동구 1.49

76 경남 창원시(통합) 6.72 76 충남 계룡시 1.54

77 대전 유성구 6.75 77 대전 대덕구 1.54

78 인천 동구 6.8 78 광주 북구 1.55

79 광주 동구 7.01 79 제주 제주시 1.59

80 경기 여주시 7.01 80 광주 서구 1.59

81 부산 기장군 7.09 81 인천 중구 1.6

82 경기 광주시 7.1 82 부산 기장군 1.61

83 충남 계룡시 7.16 83 서울 강북구 1.64

84 서울 용산구 7.26 84 경기 고양시 1.65

85 경기 안산시 7.3 85 경남 김해시 1.66

86 광주 서구 7.5 86 인천 동구 1.67

87 대전 대덕구 7.53 87 울산 북구 1.69

88 경남 김해시 7.86 88 서울 영등포구 1.72

89 경남 양산시 8.14 89 광주 동구 1.74

90 경기 김포시 8.45 90 경남 양산시 1.77

91 대구 중구 8.56 91 경기 안산시 1.83

92 전남 목포시 8.71 92 세종 세종 1.84

93 울산 북구 8.77 93 경기 김포시 1.89

94 세종 세종 8.86 94 경북 포항시 1.93

95 대전 동구 9.05 95 서울 용산구 1.94

96 충남 천안시 9.15 96 경기 화성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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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97 인천 중구 9.26 97 충남 천안시 1.95

98 전북 전주시 9.27 98 강원 강릉시 1.96

99 경기 화성시 9.37 99 충북 청주시 1.96

100 충북 청주시 9.37 100 전북 전주시 1.97

101 강원 속초시 9.64 101 부산 서구 2

102 강원 강릉시 9.71 102 전남 목포시 2.06

103 경기 동두천시 9.9 103 강원 원주시 2.15

104 경북 포항시 9.91 104 강원 속초시 2.18

105 강원 원주시 10.12 105 경북 구미시 2.23

106 경남 진주시 10.32 106 충북 진천군 2.23

107 경기 파주시 10.39 107 경남 진주시 2.23

108 경남 통영시 10.43 108 대전 동구 2.24

109 강원 화천군 11.02 109 전북 익산시 2.32

110 경북 구미시 11.04 110 경기 파주시 2.33

111 전북 익산시 11.1 111 전남 곡성군 2.34

112 강원 삼척시 11.18 112 경북 경산시 2.35

113 강원 춘천시 11.39 113 강원 화천군 2.4

114 경북 경산시 12.1 114 경기 동두천시 2.44

115 경기 양주시 12.24 115 부산 중구 2.44

116 제주 제주시 12.32 116 강원 삼척시 2.46

117 전북 군산시 12.33 117 경북 영주시 2.49

118 충북 진천군 12.36 118 강원 춘천시 2.52

119 경기 하남시 12.47 119 전남 보성군 2.52

120 경기 평택시 12.52 120 경남 통영시 2.54

121 부산 중구 12.68 121 경기 이천시 2.59

122 부산 동구 12.84 122 전북 군산시 2.59

123 충남 아산시 12.86 123 경기 평택시 2.59

124 전남 곡성군 12.88 124 대구 달성군 2.63

125 경기 이천시 13.27 125 충남 아산시 2.65

126 경북 영주시 13.56 126 인천 옹진군 2.65

127 대구 달성군 13.66 127 울산 울주군 2.71

128 강원 동해시 13.75 128 경남 거창군 2.71

129 울산 울주군 14.01 129 경기 양주시 2.8

130 인천 옹진군 14.19 130 강원 동해시 2.93

131 전남 순천시 14.61 131 경기 하남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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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132 경남 거창군 15.7 132 전남 광양시 3.01

133 전남 광양시 16.12 133 전남 순천시 3.1

134 강원 철원군 16.19 134 전북 장수군 3.15

135 전남 여수시 16.66 135 경북 봉화군 3.16

136 전북 장수군 16.89 136 강원 철원군 3.17

137 경기 안성시 17.42 137 경북 청도군 3.21

138 경북 봉화군 17.6 138 충남 당진시 3.27

139 전남 화순군 17.98 139 경기 안성시 3.3

140 전남 신안군 18.17 140 경기 포천시 3.34

141 충남 당진시 18.21 141 충남 공주시 3.39

142 경북 문경시 18.33 142 경남 밀양시 3.41

143 충남 공주시 18.57 143 경북 의성군 3.43

144 충북 증평군 18.79 144 부산 동구 3.49

145 충북 충주시 18.87 145 경북 문경시 3.5

146 경기 포천시 19.12 146 전남 화순군 3.51

147 충북 영동군 19.51 147 충북 영동군 3.52

148 경남 밀양시 20 148 경남 의령군 3.56

149 경북 청도군 20.11 149 제주 서귀포시 3.57

150 전북 정읍시 20.32 150 경북 예천군 3.66

151 경북 김천시 20.42 151 경북 상주시 3.67

152 경남 의령군 20.45 152 전남 신안군 3.73

153 제주 서귀포시 20.52 153 충북 증평군 3.73

154 강원 홍천군 21.08 154 충북 충주시 3.73

155 충남 서산시 21.3 155 전남 여수시 3.77

156 경북 안동시 21.69 156 경북 청송군 3.8

157 경북 의성군 21.72 157 경북 김천시 3.83

158 경북 예천군 22.15 158 충남 서산시 3.96

159 경북 청송군 22.54 159 강원 홍천군 4.02

160 경북 울진군 22.6 160 전북 정읍시 4.07

161 경북 상주시 23.24 161 경기 연천군 4.09

162 전북 남원시 23.31 162 경북 울진군 4.11

163 경남 남해군 23.55 163 전북 완주군 4.19

164 전북 완주군 23.58 164 경북 안동시 4.19

165 경기 양평군 23.68 165 전남 함평군 4.22

166 충남 홍성군 23.84 166 전남 영암군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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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167 충남 보령시 24.24 167 경남 함양군 4.29

168 경남 함양군 24.52 168 충남 홍성군 4.33

169 강원 영월군 24.72 169 전북 남원시 4.35

170 전남 장흥군 24.98 170 충남 금산군 4.54

171 전남 무안군 25.07 171 충북 옥천군 4.58

172 강원 태백시 25.12 172 부산 강서구 4.6

173 경북 경주시 25.28 173 강원 영월군 4.61

174 강원 정선군 25.32 174 경북 경주시 4.68

175 전남 함평군 25.36 175 경남 하동군 4.69

176 경남 하동군 25.56 176 강원 정선군 4.7

177 경기 연천군 25.74 177 경기 양평군 4.73

178 전남 완도군 25.75 178 충남 부여군 4.74

179 충남 논산시 25.83 179 경남 합천군 4.78

180 경남 사천시 26.15 180 충남 보령시 4.78

181 경남 합천군 26.18 181 경북 칠곡군 4.81

182 전남 보성군 26.21 182 경남 함안군 4.82

183 강원 고성군 26.23 183 충남 논산시 4.9

184 충남 부여군 26.3 184 전남 장흥군 4.91

185 충북 옥천군 26.32 185 전남 무안군 4.93

186 경북 칠곡군 26.78 186 경남 산청군 4.94

187 경기 가평군 26.95 187 강원 평창군 5.02

188 전남 진도군 26.97 188 전남 나주시 5.05

189 경남 산청군 27.28 189 강원 고성군 5.17

190 전남 고흥군 27.38 190 전남 진도군 5.22

191 부산 강서구 27.94 191 전남 장성군 5.22

192 충남 금산군 28.36 192 경남 남해군 5.25

193 강원 양구군 28.77 193 경남 사천시 5.34

194 충남 서천군 29.24 194 전남 고흥군 5.38

195 전남 장성군 29.5 195 경북 고령군 5.39

196 강원 평창군 29.56 196 충남 서천군 5.39

197 전남 나주시 29.93 197 충북 음성군 5.4

198 경북 영덕군 30.03 198 충남 청양군 5.49

199 강원 횡성군 30.14 199 경북 영덕군 5.52

200 전북 진안군 30.17 200 강원 횡성군 5.53

201 전남 해남군 30.96 201 전남 완도군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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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순위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사망(명)

202 전북 부안군 31.31 202 강원 태백시 5.54

203 전북 무주군 31.41 203 충남 예산군 5.55

204 충북 음성군 31.63 204 경기 가평군 5.57

205 충남 예산군 31.67 205 충북 보은군 5.61

206 전북 김제시 32 206 전북 김제시 5.63

207 충북 단양군 32.26 207 전북 진안군 5.66

208 충남 태안군 32.45 208 경북 영양군 5.67

209 경북 영양군 33.1 209 전북 부안군 5.69

210 충남 청양군 33.29 210 전남 해남군 5.7

211 전남 영광군 33.32 211 경북 영천시 5.7

212 전북 고창군 34.48 212 전북 무주군 5.75

213 충북 보은군 34.55 213 경북 성주군 5.75

214 경북 영천시 34.72 214 강원 양구군 5.91

215 경남 창녕군 34.9 215 충남 태안군 5.91

216 경북 고령군 35.68 216 경남 창녕군 5.91

217 전남 강진군 35.74 217 전남 영광군 5.92

218 전북 순창군 35.93 218 충북 단양군 5.95

219 강원 양양군 36.02 219 충북 괴산군 6.16

220 전남 구례군 36.32 220 전북 고창군 6.33

221 경남 함안군 37.04 221 전남 구례군 6.35

222 전남 영암군 37.73 222 전남 강진군 6.43

223 충북 괴산군 38 223 강원 양양군 6.54

224 강원 인제군 38.69 224 전북 순창군 6.8

225 전북 임실군 39.18 225 전남 담양군 6.99

226 전남 담양군 41.65 226 강원 인제군 7.28

227 경남 고성군 41.98 227 경북 군위군 7.44

228 경북 성주군 45 228 전북 임실군 7.53

229 경북 군위군 48.58 229 경남 고성군 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