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Disaster Secur 12(4): 27-41, 2019

Print ISSN: 2466-1147 Online ISSN: 2508-285X

https://doi.org/10.21729/ksds.2019.12.4.27

Original Article

www.dssms.org

KSDS

안전신고 제도(안전신문고)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이준1ㆍ조상명2ㆍ박은미3ㆍ이상화4*
1

한국교통연구원 안전방재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3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주)데이터위즈 대표이사, 4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Analysis of Effects on Adoption of a Safety e-Reporting System
Jun Lee1, Sangmyeong Cho2, Eunmi Park3, and Sanghwa Lee3*
1

Associate Research Fellow, Transport Safety & Disaster Prevension Research Center, Korea Transport Institute (KOTI)

2

Senior Research Officer, Safety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3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Mokwon University / CEO, Datawiz Inc.

4

Senior Researcher,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
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
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
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핵심용어: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로교통사고, 원단위법, 효과평가

ABSTRAC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e-reporting system,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analysis of safety e-reporting data reported
between September 2014 and July 2019, and selected item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reporting. Using these items, the
effects of adopting the reporting system for the four major parking violations was analyzed, alongside an analysis of effects in terms of
traffic accidents using the unit model. When we count the securement of the tax revenue through measures such as charging fines as the
beneficial factor per case,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 is around 62,000 KRW per case. Summing the two factors up, the total value of
citizen’s reports pertaining to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is about 275,000 KRW per case. Most of the reports made through the Safety
e-Report system are about traffic and facilities. When we calculate the total annual benefit with the representative reporting value defined
with traffic and facilities, the system received a total of 1,164,439 cases from 2014 to 2019, while citizens reported 52,721 cases for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from April to July 2019. As the value of a safety report is around the net benefit for last five years is around
27,340,000,000 KRW.

Keywords: Anjunshinmungo (Safety e-Reporting System), Reporting system for 4 major parking violations, Traffic accidents, Unit
method, Effectivenes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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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에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안전신고제도 중 하나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하여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전신고 대상 분야는 생
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관행, 법제도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는 올해 5년 정도 시행한 정책으로 2019년 7월 기준 약 116만건의 신고건수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 4월 행정
안전부에서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함께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투자 및
고용 파급 효과 등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안전신고 문화의 활성화, 안전신고의 질
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한 후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범위는 2014년 9월 30일(안전신문고 출범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1,164,439건이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안전신고제(안전신문고)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1단계 : 안전 신고자료 수집 및 분석
⋅2014년 9월 30일~2019년 7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1,164,439건 텍스트 자료 수집
⋅기초 분석 및 핵심어 빈도/유의어 분석
② 2단계 : 안전신고 내용의 분류
⋅공간 및 대상, 위험 요인으로 유형 분류
③ 3단계 : 안전신고 제도 효과 분석
⋅조사 대상
- 외부 : 전문가(30명) 및 지자체 공무원(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 내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 담당자/수행자
⋅조사 방법
- 4대 불법 주정차 인력 및 과태료 비용 설문조사 : 안전신고 개선비용(원단위 산출) 및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도입 전
후 총 신고건수, 과태료 총액 등 설문
- AHP 설문조사 : 신고가치 가중치 설문
⋅평가 항목 및 방법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시행 전/후 사고 및 신고건수, 투입인력 변화
*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 17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 교통 관련 신고 항목*별 발생가능성, 방지가능성, 인지가능성 등 가중치 및 가치 산정
* 교통 관련 신고의 경우 사망, 중상, 경상, 부상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금전적 비용으로 환산 가능(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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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간한 ’1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자료 활용)
④ 4단계 : 결론 및 활용방안 도출

2. 본 론
2.1 기초 분석
안전신문고 기초 분석을 위해 신고 분야, 신고지역, 불법 주정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2.1.1 신고 분야
행정안전부는 신고 분야를 학교, 생활, 교통, 시설, 산업, 사회, 해양안전, 기타 및 다부처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 구분을 기
준으로 연도별 신고 분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교통 및 시설 분야가 가장 많았다. 2019년은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어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차지한다(Fig. 1 참조).

Fig. 1. Results of analyzing the safety report area by year

2.1.2 지역별 신고 건수
연도별-지역별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구, 인천, 부산, 대전 등의 광역시에서 신고 건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인구수 차이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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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analyzing the safety report area by year

이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2014년은 충남, 2015년도는 전남, 2016년은 대구, 2017~2018년은 전북, 2019년은 세
종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참조).

Fig. 3. Number of reports by region per 100,000 population

2.1.3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4대 불법 주정차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에 도입한 신고제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 제160조 과태료 부
과, 제161조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행정절차법 제46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의무적 행정예고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소화전 주변 5 m, 교차로 모퉁이 5 m, 버스 정류소 10 m,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분석하기 전 우선 연도별 총 신고 건수 대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4(Left)와 같이 2019년 불법 주정차 신고 비율이 2014년 대비 약 9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출되어 시민들이 횡단보
도 이용시 직접적으로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많이 느껴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Fig. 4(Righ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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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eft) Ratio of illegal parking reports to the total number of reports, (Right) Number of reports by type for 4 major
parking violations

2019년을 기준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접수를 시행 전과 후로 비교하여 지도에 표현해본 결과 다음의 Fig. 5와 같이 시
행 전 수도권 위주의 신고가, 시행 후 광역시 집중의 전국적으로 신고 확산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신
문고를 통해 행정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5. Analysis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illegal parking report system

이는 앞서 분석된 가장 많은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를 나타내는 세종시만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 3 참조). Fig. 6(Left)는 2019년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전/후 세종시 신고 범위를 분석한 것이다. 시행 전 세
종시 동 단위의 신고 범위가 시행 후 해당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동 단위에서 농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Fig. 6(Right)를 보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범위가 확대된 범위가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고속터미널, 철도
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밀집된 곳, 시장 등 상업지역 근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 감시 범위가 실제 불편한 지역 위주로 확
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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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eft) Comparison of Report Range Before and After Report of parking violations_Sejong City, (Right) Report of
parking violations in Sejong City

2.2 핵심어 빈도 및 유의어 분석
핵심어 빈도 및 유의어 분석은 안전신문고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신고 유형 분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안전신문고는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서술식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 유형(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다부처 등)으로는 어디의, 어떤 시설물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이 빈도 및 유의어 분석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의 안전신고
유형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고항목 가치 도출하였다.

2.2.1 핵심어 빈도 분석
핵심어 빈도 분석은 신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미없는 단어들(대명사, 조사 등)은 제외하고 연도별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정렬한 것이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 2016년까지 안전, 사고, 차량, 도로라는 단어 빈도수가 높았다면, 2017년 이후부터 불
법, 파손, 정차 등의 단어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법이란 단어는 2019년 상위에 랭킹 될 정도로 많은 빈
도를 나타내어 이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Fig. 7. Results of Deriving Key Words for Safety e-Reporting System by Yea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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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의어 분석
공간 및 대상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의 임의적인 항목 구분을 하지 않고, 실제 안전신문고에 사용된 신고 내용
을 형태소 분석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신고시설 또는 교통시설로 구분하여 항목설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도와 연관
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차도, 횡단보도, 버스, 자동차, 교차로 등이 사용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안전신문고 내용은 이용
자가 텍스트 형태로 신고하기 때문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유의어가 많이 존재한다. 현재 안전신문고 유형 분류는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만 유의어 사전이 완료되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분류체계가 확립된다면 객관적
인 기준에 의해 신고 내용이 분류되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어 분석은 앞서 설명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어를 지정하여 해당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을 추출하여 각 단어
가 사용될 때 어떤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차도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면 적치, 파손 등의 단어가 추출되며, 일부 시민들이 오타를 기재하여 이 부분도 유사한 단어라 정의하고 내용을 정
리하였다.

2.2.3 안전신고 내용 분석 결과 시사점 도출
안전신고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사점 1 : 안전신문고 고유 기능 유지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도입 이후 위험 조치 관련 안전신문고 고유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는 Fig. 9를 보면 2019년 불법주정차 신고를 제외하더라도 2018년 만큼의 다른 신고도 이루어 지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신고 초기에는 불만사항 중심의 민원성 신고가 많았다면, 2019년에는 신고자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여 신고하
는 성향의 변화1)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신문고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사점 2 : 공간, 대상, 원인에 해당하는 유의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정리 및 고도화 필요
안전신고 내용은 민원인들이 서술형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선택이 주관적이고 오타도 존재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Fig. 8을 살펴보면 연도별 신고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 신고 방법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공간 및
대상, 위험요인 분류, 유의어 정의 등은 매년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담당자, 분석의 용이를 위해서는 안전신
고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3 : 신고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서술 → 선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술식의 안전신고 방법을 단어 선택식의 신고 방법으로 변형하여 동일한 용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술형 신고는 민원인들의 지식수준에 따라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유의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오타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장 형태 특성2)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운영자들이 지역별로 각자의 기준에 의해 분류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각 지역에 다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통계 자료 분석 시 오해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리 측
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예를 들어 2019년부터는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인... 이라는 단어의 사용 급증
2)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여러 형태소가 합쳐져 하나의 어절(단어)를 이루고 있으며, 띄어쓰기가 어려운 편이다(https://wikidocs.net/
book/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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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신고 내용의 분류
2.3.1 안전신고 유형 분류 기준 수립 절차
안전신고 유형 분류 기준은 1) 공간 정의, 2) 대상 정의, 3) 대상별 위험요인 정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공간, 대상, 위험
요인의 유의어를 함께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공간, 대상,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는 앞서 시사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선택식 신고 방법으로의 변화를 위해 선택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편리할까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
하면서 도출된 결과이다.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인프라 시설 분야
부터 관행, 법제도 등 인문사회적 요소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 가능 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묶을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
여만 한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토대로 각 단어간 노출된 단어를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자가 추출하여 공간 및 대상으로 그룹
화하였다(2.2 핵심어 빈도 및 유의어 분석 참조).
또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한 공간 및 대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신고 분류 기준을 수립하
였다.
공간은 크게 도로, 건물, 그리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산/공원/하천/바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로는 다시 차도, 보
도, 그리고 차도를 통행하는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건물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으며, 산/공원/하천/바다는 각각으로 구분
하였다. 최종적인 공간 구분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synonyms according to spatia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patial

Synonyms

street, roadway, driveway, lane, way, path, national highway, Route, commuter lane, expressway,
freeway, motorway, centerline, ramp, stop line, slope way, ascent, uphill road (path), downhill, inside
Carriage way
lane, bike lane, cycle lane, bike path, bikeway, cycle path (way), overpass, underpass, the shoulder
(of a road), motorway
Road

Building

Mountain/
Park/River/
Sea

Sidewalk

sidewalk, school walkway, schoolzone way, walking, going on foot, pedestrianism, footpath,
pedestrian passage

Vehicle

car, motor, (informal)wheels, used car, automobile, public (mass) transportation, public (mass)
transit, secondhand car

Inside
Outside

the inside of the hall (grounds, premises), in the hall
the outside, the open air, the outdoors, appearance, exterior

Mountain

-

Park

-

River

-

Sea

-

대상은 각 공간에서 연관된 대상을 추출하여 작성하였으며, 추출 방법은 공간을 추출한 방법과 동일하다. 차도의 경우 신
호등, 과속방지턱, 표지판, 노면표시, 우수관로 등이며, 보도의 경우 보도블록, 가로수, 턱 등이 도출되었다. 공간 및 대상에
대한 구분 예시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위험요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간 및 대상 구분과 상관없이 도출된 위험요인은 27개로 Table 3은
위험 중 몇 개의 예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전신고 유형 분류표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작성된 안전신고 유형 분류표를 검증하기 위해 2014 ~ 2019년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9개 공간, 70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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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해본 결과 불법 주차 > 가로수 > 횡단보도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약 0.5% 정도 분류표에 의해 분류가 되지 않았
다. 특히 기초 분석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교통 관련 신고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분류표
로 판단된다(Fig. 8 참조).
Table 2. Spatial (synonymous) definitions_example
Spatial Division

Subdivision

Item

Spatial Division

Item

Traffic Light

elevator

Speed hump

escalator

sign

stairs

Inside

Road markings

Driveway

Subdivision

Fire fighting facility

Storm pipe
Fence

pipe


Building

median barriers

Retaining wall



Road

playground
Outside

block

Fire fighting facility

manhole

Sidewalk

sign





trail

Bus
Car

pipe

Taxi

Mountain/Park/
River/Sea

Fence

Mountain

slope





Table 3. Risk factor classification (synonymous)_example
Risk factor

Synonymous

Risk factor

Synonymous

Damaged

exposed, breakdown, defect, fault, Scratches,
pitting, pothole, loss, sweep, carrying away, hole,
collapse

Separate

fail (in), drop out, weak, poor, sickly, fall out, loss,
Project
lose, snap, cut

project, protrude, stick, uneven, curve, uplift

Crack

split, divide, gap

Corrosion

rust, deterioration, worn out, decrepit

Subsidence

dent, sinkhole

Inappropriate poor, faulty, steep, bend, sheer, precipitous

Fall

drop, plunge, crash, collapse

Noise



Carrying



load (up), leaving alone, detention, occupation, pile
up, deforcement, blockage, stack , heap

noise pollution, sound, volume





Table 4. Spatial (synonymous) definitions_example
Spatial Division Subdivision

Item

Risk factor

Spatial Division Subdivision

Item

damaged

damaged

separate
Traffic
Light
Road

invasion

inappropriate
faulty

corrosion
additional installation

Driveway

Risk factor

Road

Driveway

Sign

fall

additional installation
corrosion

additional installation
Speed
hump

inappropriate

damaged

fall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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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assification table verification result

2.4 안전신고 제도 효과 분석
2.4.1 평가항목 정의
안전신고의 가치 측정을 위해서 우선 평가항목을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안전신고가치 측정을 위한 항목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수립하였다.
⋅피해 현황 등이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항목
⋅인력, 시설물 개선 등 비용 파악이 가능하여 원 단위로 환산이 가능한 항목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선정하였다.
①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효과평가(2019년 기준)
⋅단속비용 절감 편익(인력증가 확보 편익)
⋅과태료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 편익
⋅주차신고 1건당 가치
② 교통 관련 안전신고 1건당 가치 평가
⋅ 교통 관련 안전신고 유형별 원단위 및 가중치, 피해 심각도 정의
⋅ 교통 관련 안전신고 1건당 가치

2.4.2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가치 산정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1월 229개 기초지자체 담당자에게
4대 불법 주정차 관련 설문지(단속인력 수, 단속건수 등)를 송부하였으며, 이 중 49개 기초지자체에서 자료를 회신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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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후) 1인당 단속건수(건/인) = 시행 전(후) 단속건수(건) / 시행 전(후) 단속인원(인)

식 (1)

⋅시행 전(후) 단속건수당 비용(천원/건) = 시행 전(후) 1인당 단속건수(건/인) / 시행 전(후) 단속건수(건)

식 (2)

⋅동일 단속건수를 내기 위한 필요인원 수(명) = 시행 후 단속건수(건) / 시행 전 1인당 단속건수(건/인)

식 (3)

⋅동일 단속건수를 내기 위한 필요인력비용(천원-월)
= 동일 단속건수를 내기 위한 필요인원 수(명) * 시행 전 1인당 월급여(천원/인-월)

식 (4)

⋅인력증가 확보편익(천원-월)
= 동일 단속건수를 내기 위한 필요인력비용(천원-월) − 시행 전 단속총 인력비용(천원-월)

식 (5)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후 1건당 인력증가 편익(천원/건)
= 인력증가 확보편익(천원-월) / 시행 후 단속건수(건)

식 (6)

⋅세수 확보 편익(천원) = 시행 후 과태료 총액(천원) − 시행 전 과태료 총액(천원)

식 (7)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후 주차신고 1건당 세수 확보(천원/건) = 세수확보편익(천원) / 시행 후 단속건수(건) 식 (8)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1건당 총 가치(천원/건)
= 시행 후 1건당 인력증가 편익(천원/건) + 시행 후 주차신고 1건당 세수 확보(천원/건)

식 (9)

각 항목별 산정 결과를 Table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수식으로 계산한 항목은 동일하게 표기하였으며, 조사된
자료는 아무 번호도 표기하지 않았다.
Table 5. Effects before and after adoption of reporting system for 4 major parking violations
Item

Before Adoption After Adoption

Number of enforcement personnel (persons)
Number of enforcements (enforcements)
(1) Number of enforcements per person (enforcements/person)
(2) Cost per enforcement (KRW 1,000/enforcement)

352

353

▲1

41,555

95,406

▲ 53,851

118

270

▲ 152

42

18

▼ 24

(3) Personnel required to achieve same enforcement count (persons)

808

(4) Personnel costs required to achieve same enforcement count (KRW 1,000)
Monthly wage per person (KRW 1,000/person)

44,610

(5) Benefit in terms of personnel costs (KRW 1,000)
(6) Net benefit from human resource advanced after report of major parking violation
(KRW 1,000/enforcements)
Total amount of fines and penalties (KRW 1,000)

Change

1,007,763

(7) Benefit in terms of tax revenue (KRW 1,000)
(8) Net benefit for saving tax settlement after report of major parking violation
(KRW 1,000/enforcements)
(9) Net benefit for major parking violation of Anjunshinmungo (KRW 1,000/enforcements)

-

36,051,715

▲ 36,051,715

44,930

▲ 320

20,349,044

▲ 20,349,044

213
6,876,550

▲ 5,868,787

5,868,787

-

62

-

275

-

2.4.3 교통사고 부문 신고 1건의 가치 산정
안전신문고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각 항목별 사고 예방비용 등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진은 도로를 대상으로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효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비용 편익을 활용하
여 다음의 Fig. 9과 같이 수행하였다. 교통 관련 안전신고 유형은 앞서 제시한 안전신고 유형 분류표(Table 4)를 기준으로 추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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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는 다속성 의사결정방법 중의 하나로 결정해야 할 문제(대안)의 선호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단일 속성들의 선
호도와 속성들의 수준을 결합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법이다(Saaty, 1980, 1990). AHP 작동원리는 1) 계층적 구조의
설정, 2)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3) 논리적 일관성 유지이다.
조사 대상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 담당자, 연구 수행자(내부), 전문가(30명)(외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신
고 편익은 시설 개선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어지는 사상비용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경상, 부상, 중상, 사망 등으로 구분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통해 시
설별 중요도와 사고발생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발생 가능성, 방지 가능성, 인
지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시설별 중요도 등을 설문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Fig. 9. Traffic accident benefit assessment and analysis using unit method

교통 관련 신고 편익은 산정하기 위해서는 Fig.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 관련 개선 시설에 따른 발생 가능성, 방지(예
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 등의 가중치와 각 시설물별 우선순위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피해 심각도와 신고건
수를 곱하면 교통 관련 신고 편익이 도출된다. 교통 관련 개선 시설에 따른 발생 가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 등의
가중치와, 각 시설물별 우선순위는 설문결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정의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Survey Item Definition
Division

Definition

3-step scale

Probabilityof occurrence

How directly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report and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Easy, Normal, Difficulty

Preventability

Is the action according to the report realistically easy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Vulnerable, Medium,
Great

Perceptibility

Does the public easily recognize risk factors by looking at the scene in the
common sense like safety newspapers?

Easy, Normal, Difficulty

사고 피해 심각도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된 값인 부상, 경상, 중상, 사망의 도로교통사고비용3)을 2019년 물가 상승률을 반
3)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 발간한 “2017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Analysis of Effects on Adoption of a Safety e-Reporting System ∙ 39

영하여 현재가치화하였다(Table 7 참조).
Table 7. Road Traffic Accident Severity Definition
Severity Cost (KRW 1,000 / number)

Division

2017

2019

A

Injury

2,036

2,098

B

Ordinary

4,243

4,372

C

Slander

D

Dead

62,923

64,824

445,171

458,626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49개 지자체에 회신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교통 관련 신고 1
건당 가치를 산정하였다.
Table 8은 교통 관련 신고 1건당 가치, 총 편익을 계산한 것으로 Fig. 9에서 제시한 편익 산정 방법 중 교통 시설별 발생 가
능성, 방지(예방) 가능성, 인지 가능성의 가중치는 A, B, C에 제시되어 있고, 사고 피해 심각도는 D, 신고건수는 E에 제시되
어 총 편익인 F는 식 (1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A+B+C)*D*E=F

식 (11)

총 비용은 Fig.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물 평균 설치비용과 시설물 설치건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가능하다.
⋅G*H=I

식 (12)

순 편익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설치건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다음의 식 (13)과 같이 계산한다.
⋅(F-I)/H=F/H-I/H=J

식 (13)

신고 1건당 편익은 순 편익을 신고건수로 나눈 값으로 다음의 식 (14)와 같이 산정한다.
⋅건당 편익: J/E=K

식 (14)

이와 같은 연산식으로 1건당 편익을 산정하게 되면 일부값이 음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서 피
할 수 없는 음의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값으로 다른 값들에 비해 편익이 작아서 발생한 음의 값
을 0으로 처리하여 편익이 최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특히, 음의 값은 보도블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연산과정에 따르면, 신고의 회수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투자(전
국적으로 보행로 보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고 횟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수)가 이루어져서 음의 값이 산정되었다.
하지만 신문고에 의한 신고가 음의 편익을 갖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0의 값으로 보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 관련 안전신고 1
건당 편익은 약 117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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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enefit calculation process and result per accident

Item

Defendability
B

Probability
A

Perceptibility
C

Death & Number of
Injury Cost
Reports
D
E

Installation
Total Cost
Total Benefit
Cost
Number of
(KRW
(KRW 1,000/
(KRW
Installations
1,000/
Report)
1,000/
H
Count)
F
Installation)
I
G

Net Benefit
J

Benefit Per
Enforcement
K

Street lamp

0.043

0.039

0.03

2,098

10,388

2,440,931

402

18,932

7,610,664

-273

0

Speed hump

0.065

0.052

0.076

64,824

2,165

27,086,384

1,031

415

427,865

0

0

Bridges

0.022

0.065

0.061

64,824

4,237

40,649,575

66,323

68

4,509,964

531,465

125

Road markings

0.109

0.065

0.076

64,824

244

3,954,264

427

162

69,174

23,982

98

Pavement

0.065

0.052

0.061

4,372

346

269,263

8,556

7,227

61,834,212

-8,519

0

Manhole

0.022

0.065

0.045

4,372

8,280

4,778,421

633

914

578,562

4,595

1

Reflector

0.043

0.039

0.076

4,372

1,286

888,338

335

632

211,720

1,071

1

Bollard

0.043

0.039

0.045

2,098

4,325

1,152,379

429

4,597

1,972,113

-178

0

Block

0.043

0.039

0.045

2,098

7,327

1,952,250

15,614

11,652

181,934,328

-15,446

0
15

Traffic light

0.065

0.065

0.076

64,824

13,405

179,006,938

13,720

855

11,730,600

195,645

Storm pipe

0.065

0.065

0.061

4,372

11,886

9,925,428

16,240

1,243

20,186,320

-8,255

0

Median barriers

0.065

0.065

0.061

64,824

2,807

34,754,545

1,948

435

847,163

77,948

28

Tunnel

0.022

0.065

0.076

64,824

879

9,287,788

664

11

7,304

843,680

960

Sidewalk sill

0.087

0.039

0.03

2,098

7,327

2,398,039

3,459

103

356,277

19,823

3

Fence

0.065

0.065

0.045

2,098

3,054

1,121,276

1,888

242

456,896

2,745

1

Sign

0.087

0.065

0.076

64,824

16,930

250,223,233

427

162

69,174

1,544,161

91

750,952

Banner

0.065

0.065

0.03

2,098

9,478

3,181,575

4,366

172

Crosswalk

0.022

0.052

0.03

64,824

136,083

917,430,217

5,024

82

240,447

1,490,500,844

Sum

14,132

1

411,968 11,183,149

82

293,965,256 14,409,724

117

2.4.4 총 편익 산정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4
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다음의 Table 9와 같으며, 해당 신고건수에 1건당 신고가치(안전신고 1
건당 신고가치 117천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치 275천원)를 곱하여 연도별 최종 편익인 약 1,920억원을 산정하였다.
Table 9. Total benefit calculation result
Item
Reports
Type for 4 major
parking violations
Total Benefit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88

74,123

152,768

226,919

236,002

473,139

174,316

8,683,349

17,896,441

26,583,070

27,647,124

54,343,827

Number

-

-

-

-

-

502,721

Benefit (KRW 1,000)

-

-

-

-

-

138,149,114

174,316

8,683,349

17,896,441

26,583,070

Number
Benefit (KRW 1,000)

27,647,124 192,492,941

Source : Anjunshinmungo (Safety e-Reporting System)

3. 결 론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2014년 9월에 도입한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
정차 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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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전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건수를 살펴보면, 352명의 인원이 41,555건이
었으나, 해당 신고제 도입 후 353명의 인원이 95,406건을 단속하였다.
이는 시행 전 건당 단속단가가 4만 2천원에서 시행 이후 1만 8천원으로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
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
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502,721건이다. 안전신고 1건당 가치는 11만여 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1건당 가치는 27만 5천여 원으로 신고
건수로 곱하여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에 국한하여 안전신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안전신고 전체 항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면 현재보다 더 높은 신고가치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행정적 제도를 수행
한다면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안전신문고 시스템 내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건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선에 대한 설치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하나, 담당 공무원이
바쁘거나 알고자 하는 시설물 개선비용이 많을 경우 이를 답변하기에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안전신문고에 대한 평
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반복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분석되어 보고서가 출력될 수 있으며, 개선비용 및 건수에 대한 것
을 시스템 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능을 탑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19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안전신고의 성과 평가 모델개발 연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자
료를 제공해 주시고 연구에 협조해 주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이경자 행정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Lee, J. H. and Jung, H. C. (2016). A comparative Study on Validity of AHP and Conjoint Analysis : A Case of Cosmetics
Preference,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9(5): 925-927.
Seong, R. H., Yoo, K. Y., Jeon, K. M., Kim, Y. H., Hwang, D. G., and Park, H. S. (2018). ’17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Road Traffic Accident Costs. KoROAD. p. 92.
Jang, T. W. (2009).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Choosing the AHP
Method and the Conjoint.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1): 10-14.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Sat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 9-26.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이지혜, 정형철 (2016). 계층적 의사결정과 컨조인트 분석의 타당성 비교 : 화장품 선호 사례 조사. 응용통계연구. 29(5): 925-927.
성락훈, 유기열, 전광모, 김용환, 황대곤, 박해수 (2018). ’1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자료. 도로교통공단. p. 92.
장택원 (2009). AHP법과 컨조인트를 활용한 중요도 결정법에 대한 방법적 고찰. 광고PR실학연구. 2(1):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