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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지역 비교분석 - 고령보행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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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중 고령보행자 교통사고건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따른 원인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보행자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비교분석 하는 것이다. 다발지역 분

석결과 대부분 보행자가 횡단 중 일 때 사고가 발생하였고, 도로형태에서는 교차로, 신호기가 없는 일반도

로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시설 확대 설치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교

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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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으

로 자동차 등록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했다. 현재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사고에서 고령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2.3%까지 증가했다. 특히 고령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2015년에는 50%가

넘는 것을 보였는데 이에 따른 고령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고령보행자 다발지역 및 고령자의 보행환

경 분석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을 모색하는데 있다.

2. 본론

본 연구는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2013년~2015년의 인천, 부산, 대구 3개의 광역시의 고령보

행자 다발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를 수집하였고 인천 273건, 부산 719건, 대구 560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

료를 사고유형별, 성별, 월별, 요일별, 시간별, 가해차량별, 도로형태별, 법규위반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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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일별 사고건수 비율 (b) 성별 사고건수 비율

(c) 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비율 (d) 도로형태별 사고건수 비율

그림 1 항목별 사고건수 비율

요일별로 나눈 결과 인천은 화요일에, 부산은 금요일에, 대구는 월요일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성

별로 나눈 결과 세 지역 모두 남성 약 35%, 여성 약 65%로 사고 비율이 나타났다.

사고형태별로 나눈 결과 세 지역 모두 횡단 중 사고가 약 70%로 가장 많이 나왔고, 도로 형태별로 나눈 결

과 인천은 단일로 일반도로, 부산은 교차로 안, 대구는 교차로 부근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났다.

3. 결론

대부분의 사고는 횡단 중에 일어났고 교차로, 신호기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횡단 중

에 일어난 사고 중 신호기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

지 못하게 방지 시설을 더욱 설치를 해야 하고,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더 강조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건수, 단일 항목으로만 비교 분석하였지만, 향후 각 항목과의 사고심각도의 관계를 분석

하여 사고특성을 더 깊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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