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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

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

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

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

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

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핵심용어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교통사고 예방대책

ABSTRACT Recently, the incidence of disasters and safety incidents is increasing rapidly, and the interest and demands of the

people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traffic accidents in Korea are decreasing due to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but still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In response to such demands of the times, the ‘Regional Safety

Index’, a numerical value that quantifies the level of safety of each local government, is being publicized every year to awaken

public awareness. The Regional Safety Index covers seven categories of accidents (traffic accidents, crimes, suicide, infec-

tious diseases, fire, safety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in local governments.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ffic acci-

dent area and analyzed. The target local government is Ulju county of Ulsan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traffic accident

statistical data of Ulju county, the analysis of the traffic accidents and vulnerable points were analyzed. Among them, 3 key

improvement districts were selected and 15 vulnerable branches were selected for each key improvement district. Next, we pre-

pare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each accident vulnerable site through analysis of geographic information through traffic data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nd interview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divided into the

struc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e traffic safety culture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traffic accident preven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o clarify the duties and roles of the relevant depart-

ments in the municipality, based on the implementation schedule of the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budget plan.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articipating agencies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and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 in the project.

KEYWORDS Regional safety index, Core indicator, Traffic accident of mitigation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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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별 안전을 진단하고

평가한 개념인 ‘지역안전지수’가 등장하였으며, 행정안전

부(구, 국민안전처)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의 8 ‘안전지수의 공표’ 조항에 따라 매년 지역별 안전

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분야(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

재, 안전사고, 화재, 자연재해) 중 교통사고 분야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한다. 해당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

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

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대상 지역은

울주군 행정구역중 3개 중점개선지구에서 15개의 취약지

점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세부적

인 공간정보 분석과 울주군 담당부서의 심층 인터뷰, 유관

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

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울주군에서 교통 분야에 개선 사업

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자

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칭함)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

을 명기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다른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지역안전지수가 국내 소개된 역사가 짧아서 관련 연구자

들의 선행 연구도 아직은 많지 않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국

내연구로는 신진동 외(2016)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시군구

특징 분석: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중 지자체들의 교통 분야 등급을 이용하여 시군구 특

성을 분석하였다. 시군구별로 역량을 고려한 교통안전 정

책을 개발하거나 중앙부처나 시도 차원에서 특히 군 특징

에 맞는 동일 정책을 개발 및 보급하는 하향식 정책을 펼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장은미 외(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환경 조사 프레

임워크 개발”에서는 무안군과 고흥군의 지역적 특성(재난

약자 비율이 우리나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을 고려한 안전 환경 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 제시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과 지역안전지수

와 재난의 4단계별 요소(예방-대비-대응-복구)를 프레임워

크의 핵심요소로 구성하여 기초 지자체장이 실천할 수 있

는 안전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태식 외(2016)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사

례 연구: 부산시 금정구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

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UNISDR 안전한 롤 모델도시 캠페

인의 실천을 위한 10대 필수 항목과 41개 핵심요소를 통해

자체 진단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자체를 자체적으로 평

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년 실시되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재난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15

년에 발표한 7개 분야에 대한 금정구의 안전 역량과 낮은

등급의 지역안전지수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던 점에서 분 연구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선행연구

이다.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에서 절도·폭력·공공기

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

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

는 만큼 지진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지수를 제공하는 정

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찾

아 볼 수 없다. 

2.2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한 국내 주요 통계를 활용하

여 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화재, 자

연재해 분야에 대해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7개 분야

의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이와 유의관계가 있

는 지표에 의해 산출된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중 지역의 안전 수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38개 핵심지표(표 1)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

가 차지한다.

지역안전지수의 산출식은『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

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로  구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

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로는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가 있다. ‘위해지표’란 각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

건수와 같은 결과지표를 나타내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

의 인적, 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들(재난약자, 하천면적, 기

초수급자수 등)을 말한다. 또한 ‘경감지표’는 이러한 위해

지표나 취약지표를 사전에 방지, 최소화하고 대응하기 위

한 지표들(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이 이에 속한다.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는 각 지표에 의해 계산된 지역별

안전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은 상위 10%, 2등

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하위 10%

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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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매겨진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적다는 말이다. 그래서 안전등급이

높다는 것은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단, 범죄, 안전

사고 분야는 사망자수가 아니라 발생건수 기준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생활

환경의 지자체라는 의미이다. 즉, 국내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아서 안전한 지역(지

자체, 도시, 마을 등)이고 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

를 산출하여 2015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개 분야

안전지수는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는 대단히 유의

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

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해 경험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각종 안

전사업의 시행을 탈피하고, 과학적·객관적 정보에 의한 안

전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큰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7

개 분야의 안전지수 등급을 산출하는 데는 몇 가지 개선해

야 할 사항도 있다. 특히 지역별 안전등급을 상위, 하위로

상대 평가를 하여 등급을 정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지역안

전지수에 대한 연착륙하는 기간이 지나면 절대 평가 형태

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개선이 어려운 구조

적 인프라에 대한 지표(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를

산출방식에서 가감하는 비중의 조정, 화재 분야에 있어서

위해지표인 “사망자수”에서 “사망자수+발생 건수”로 변경

등을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현황 및 지표분석

3.1 교통사고 발생현황

최근 2013~2015년 사이 울주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1,100건 수준이며, 부상자의 경우 매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

세이다.

2014년 대비 2015년 부문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

면, 보행자 > 사업용자동차 > 노인 > 음주운전 > 어린이 >

이륜차 > 자전거 순으로 많으며, 음주운전사고를 제외한 대

부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이점은 사업

용자동차 사고가 많다는 것이며, 이는 울주군 내 산업단지

가 집중되어있어 사업용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Table 1. List of key indicators of regional safety index

분  야 위해지표(7) 취약지표(19) 경감지표(12)

자연재해 자연재해 사망자수 시가화율, 제방면적
재정자주도, 구거면적, 유지면적, 

구조구급대원수

화재 화재 사망자수
산림면적,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병상수, 재정자주도, 도시지역면적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의료기관수, 구조구급대원수, 인구밀도

범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 수급자수, 

제조업 업체수,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경찰관서수

안전사고 안전사고 발생건수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시군구외 전입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의료보험료 수납액

자살 자살 사망자수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감염병 감염병 사망자수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Fig. 1. Traffic accidents in Ulju-gun (2013-2015)

Table 2. Increase and Decrease by Type of Traffic Accident (2015 VS 2014)

구  분 어린이 노인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사업용 음주

발생건수 1 1 1 1 1 1 @

사망자수 @ 1 1 1 @ 2 1

부상자수 1 1 1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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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통사고 분야 지표분석

교통분야의 지역안전지수 산출 핵심지표는 표 3과 같다.

울주군 읍면별 교통사고 분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

표에 대한 현황분석은 표 4에 정리하였으며, 읍면 단위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취약지표의 ‘의료보장 사업장수’는

제외하였다. 지표분석에서는 읍면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여

절대순위와 상대순위(인구 1,000명 당 환산)를 함께 제시하

였다.

위해지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읍(邑) 단위

인 범서읍 > 온산읍 > 언양읍 순으로 많았으며, 읍면별 인구

가 다름을 고려하여 인구 1,000명당 환산한 상대 순위는 청

량면 > 두서면 > 삼동면 순으로 많았다.

취약지표에 해당하는 재난약자수 역시 읍(邑) 단위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두서면, 두동면, 삼동면에

많았다. 재난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노인

이 많을수록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기초수급자수는 삼남면

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발생 시 의료비용에 대한 부

담이 커져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도 큰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읍(邑)에 가장 많이 등

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대수가 많을수록 자동차 이

용량 또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잠재위험이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경감지표로는 인구밀도, 의료기관수, 구조구급대원수가

있으며, 읍면별 단위면적 당 인구는 범서읍, 온산읍이 가장

많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범서읍 및 온산읍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구분포가 조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며,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교통사고 잠재위

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수가 많을

수록 빠른 이송 및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

상,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군(郡) 내에는 범서읍, 언양

읍, 온산읍에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 교통사

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해당 지역 관할 구조구

급대원수는 온산읍 > 언양읍 > 온양읍?웅촌면 순으로 나타

났다. 

지표 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

간정보자료 분포현황 <그림 2>을 살펴보았다. 인구수가 많

은 범서읍, 언양읍, 온양읍의 경우에는 교육 및 노인관련 시

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 노인(취약지표인 재난약자수

에 포함)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응급처치를 위한 경

찰서 및 119에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관서의 경우 각 읍면

에 1개씩 자리 잡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경우 여러 관할구역

에서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광

역시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다. 하지만 인력 및 장

비 등의 인프라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관서 및 소방관

서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못

하다. 울주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한 110여개 이

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대부분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이 포함된 집계이다.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거

나 중상환자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Key Indicators for the Regional Safety Index

분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고속도로사망자 미포함

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 등록대수

의료기관수, 인구밀도,

구조구급대원수

Table 4. Analysis of key indicators of traffic accidents by towns and villages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위해지표 사망자수
절대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상대 청량면 두서면 삼동면

취약지표

재난약자수
절대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상대 두서면 두동면 삼동면

기초수급자수
절대 삼남면 언양읍 온산읍

상대 두동면 삼남면 두서면

자동차등록대수
절대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상대 청량면 삼동면 웅촌면

경감지표

인구밀도 절대 범서읍 온산읍 삼남면

의료기관수
절대 범서읍 언양읍 온산읍

상대 언양읍 온양읍 온산읍

구조구급대원수
절대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웅촌면

상대 온산읍 삼동면 웅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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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 또

한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대부분 차량이

이동하는 차로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접촉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시야를 방해하여

추돌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과속단속 CCTV가 주로

고속도로나 국도, 주요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도로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취약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통사고 취약지점 도출

취약부문 도출의 경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Complex System)에

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통계 및 유관기관(경찰관

서 및 군청 내 관련부서)의 면담을 통해 선정하였다. 울주군

내 최근 3년간(2012~2014) 반경 50 m 이내,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요약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시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인 온산지구 10곳, 범

서지구 3곳, 삼남지구 1곳을 선정하였다. 이중 유관기관 면

담을 통해 통계 상 다발지점 중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이 줄어든 곳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지점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취약지점을 도출하였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통계 및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최종

적으로 선정된 온산, 범서, 삼남지구의 주요 교통사고 취약

지점은 다음 <표 6>와 같다.

5. 취약지점 분석 및 개선대책

취약지점 분석 및 개선대책 도출을 위해 선정한 지점별

사고유형 조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지점별로 발생

한 교통사고 유형(2012-2014)을 조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현황(신호등, CCTV, 횡단보도 등) 및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울주

군 내 지역주민들의 교통 안전의식을 제고를 위한 교통 안

Fig. 2. Location distribution of traffic accidents in Ulju-gun

Table 5. List of traffic accidents (TMACS 2012~2014)

구분 사고 지점 사고발생 건수

온산읍 온산읍사무소앞 사거리(남서) 31

언양읍 언양읍사무소 교차로 30

범서읍 천상1교사거리(범서읍사무소 동쪽) 29

언양읍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21

청량면 삼정리 청량초교에서 반정삼거리 중간지점 18

온양읍 온양읍농업기술센터(북쪽) 16

온양읍 대안지하차도(상아대안1차) 15

온산읍 덕신소공원 앞 사거리(서쪽) 15

삼남면 교동리 교동삼거리 13

온산읍 방도로입구교차로 13

범서읍 울산인터넷고 부근 거리(북쪽) 13

온산읍 처용삼거리 교차로 내 13

언양읍 영화초 사거리(동쪽) 12

웅촌면 곡천삼거리(용촌초 부근) 11

언양읍 언양읍보건소 남동 삼거리 11

청량면 제내삼거리 11

범서읍 구영교하부램프(구영교남단) 10

온산읍 기산교 북단 삼거리 10

온양읍 남천교사거리(언양읍보건소) 10

온산읍 대덕삼거리(처용공업사 앞) 10

온산읍 덕신소공원 앞 사거리(서쪽) 10

청량면 문수사입구 교차로 10

온산읍 온산읍사무소앞 사거리(남서) 10

온양읍 GS25시 교차로 9

온양읍 남창삼거리 남창삼거리 9

온산읍 외항로입구 사거리 9

온산읍 강양사거리 8

언양읍 언삼교사거리(북단) 8

범서읍 울산인터넷고 부근 삼거리(북쪽) 7

언양읍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5

Table 6. Onsan, Bemseo, and Samnam District Traffic accident spot

온산지구

■처용삼거리(온산공단 부근)
■대덕삼거리
■덕신소공원(수협 앞)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입구 오거리

범서지구
■모아모텔에서 지지워터피아 구간
■파스쿠찌 구영무궁화점 앞

삼남지구 ■서울 산보람병원 앞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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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운동을 제시하였다.

각 지점별 취약사항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다.

5.1 온산지구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5.1.1 처용삼거리(온산공단 부근)

■처용삼거리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 우회전 시 수풀, 전봇대 등으로 보행자 신호등 및 차량

신호등 발견 불가

 - 제한속도 70 km/h 구간으로 차량 주행속도가 높아 신호

등을 발견 못한 채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큼

- 보행자사고 잠재위험이 높으나, 보호자를 위한 안전 표

지판 부재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신호등 식별력 증대

 - 표지판 설치

 - 커브 전 차량 주행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마련

2번 지점의 취약점

-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약 150 m 지점에 U턴 구역

이 있으나,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불법유턴, 좌회

전 차량多, 다중 접촉사고 위험高

- 도로 표지판이 반대편으로 돌아가 있음

2번 지점의 개선대책

- 신호위반(불법 유턴, 끼어들기 등)을 단속하는 CCTV 설치

- 중앙분리대를 연장 시공하고, 분리대 큰 지점부터 정상

유턴 가능한 거리까지의 빈 공간에 탄력봉을 설치하여

유턴 방지

5.1.2 대덕삼거리

■ 대덕삼거리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 교차로 진입 전 내리막길이 심하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이 없음(70 km/h 구간)

- 자정이 넘으면 가로등이 꺼지기 때문에 매우 어두움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내리막 길 차량의 과속 방지 

- 과속 단속 CCTV 설치

- 과속 방지턱 시공

- 가로등 등화시간을 연장하여 밤길 조도의 확보가 필요함

2번 지점의 취약점

-횡단보도만 있고 보행자 신호등은 부재함(내리막길로

과속이 심한 구간)

2번 지점의 개선대책

-보행자의 안전보행 확보

- 보행신호등에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신호기 설치(무리

한 보행 예방)

- 과속 방지턱 설치

Fig. 3. Cheongyong Three-way accident spot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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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덕신 소공원(수협 앞)

■ 덕신 소공원 앞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 온산읍사무소→덕신소공원 방면 내리막길 경사 심함

Fig. 4. Daedeok three-way accident spot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Fig. 5. Accident point in front of Deokshin small park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14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10권 제2호

(과속유발)

- 과속카메라가 내리막길 시작지점에 설치됨 → 위치상

문제

-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불가로 가상방지턱 설치 → 도

로법상 문제

- 칼라 아스팔트(적색)로 주의를 표시했음에도 주행 속도

빠름

- 가상 과속방지턱, 칼라 아스팔트 등 과속차량에 큰 효과

없음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과속 방지 방안

- 넛지 도색(노면 표시 간격을 줄여나감으로 속도감을 느

낄 수 있게 함)

- 내리막 끝 지점, 과속단속 CCTV 추가 설치

2번 지점의 취약점

-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시야확보 방해로 인해 교차

로 접촉사고 위험이 높음

2번 지점의 개선대책

-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

*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후 운영

*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 인력부족 시 공공 근로자 등을

채용해 단속

- “주차장 공유 서비스” 시행

* 주차공간 소유주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공간을 대

여해 주는 서비스 시행

3번 지점의 취약점

- 교차로에 육교가 있으나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무단횡단자가 많음

-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시야확보 어려움

3번 지점의 개선대책

- 육교 철거 후 회전 교차로 설치하면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함

5.1.4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입구 오거리

■울산기술공업고교 입구 오거리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 교차로가 복잡함에도 신호등이 없어 차량간 추돌 위험

이 높음

- 또한 보행자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사

고위험이 높음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보행자의 이동 편의 및 안정성 확보(클로스 오버 횡단보

도 설치)

- X자형(클로스 오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한 번의 보

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함. 

Fig. 6. Ulsan Technical Bulletin Intersection point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 연구_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심으로 15

5.2 범서지구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5.2.1 보아모텔-지지워터피아 구간

■ 보아모텔 앞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Fig. 7. Boa Motel front point of the accident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Fig. 8. Pascucci pre-crash point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16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10권 제2호

- 연화산골가든에서 보아모텔 쪽으로 내리막길이 심하고

적색 아스팔트가 도색되어 있어서 폭우시 노면이 매우

미끄러움

- 따라서 차량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등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함

- 또한 경사가 심해 차량들의 과속이 심한 구간임

- 수풀 정리가 안 되어 있어 표지판이 가려짐

- 표지판 높이가 높아 하향 전조등을 켤 시 표지판이 보이

지 않음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빨강색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 시

행(모래 및 염화칼슘 보관함을 제작하여 비치)

- 우천, 폭설에 대비해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로 공

사 시행 : 내리막길 측면 배수로 설치, 중앙차선 부근 높

이공사를 통해 폭우 시 양쪽으로 배수가 될 수 있게 기

울기 공사 실행

- 수풀 및 가로수 정비

- 표지판의 높이를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

5.2.2 파스쿠치 구영무궁화점 앞

■ 파스쿠치 앞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 점멸 신호등을 사용하며, 횡단보도 신호등은 운영하지 않음

* 교차로 내 차량 간 접촉, 보행자 횡단사고 위험이 큼

- 횡단보도 근처에 가로수가 있어서 차도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음

*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움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혼잡도가 심한 시간대 교통경찰이나 범서지구 교통관

련 봉사단체 회원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교통 소통을 원

활하게 함

-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약간의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운영

* 교통량이 많은 방향으로 앞 교차로의 신호에서 일정

한 속도로(시속 60 km 정도) 직진하는 차량의 흐름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조정해야 함

- 운전자 시야 확보 방안 마련

* 신호등 옆 가로수를 정리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

행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함

5.3 삼남지구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5.3.1 서울산보람병원 앞 사거리

■ 파스쿠치 앞 취약점 분석 및 개선대책

1번 지점의 취약점

- 교차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음

Fig. 9. Seoul Boram Hospital front point of the accident (2012-2014) and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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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차량과 회전차량 간 추돌 위험과 보행자사고 위험

이 높음

1번 지점의 개선대책

-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진입한 자동차가

원형 교통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회전 교차로 설치

* 현 위치의 특성상 회전 교차로 설치 공간이 넓지 않아,

반경 지름을 약간 작게 하여 설치를 고려해야 함

5.4 교통 안전문화운동

앞서 교통사고 취약지점 도출 및 분석을 통해 교통 인프

라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고

는 단순히 물리적인 취약점만 개선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

통안전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문화’를 이루

는 3가지 요소는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함축하고 있으며,

이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든 사회적·문화적 산물이 ‘안전문

화’라고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2). 

따라서 앞서 제시한 교통사고 취약지점별 교통 인프라

개선대책이 안전문화의 요소 중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

프라’에 해당한다면, 안전문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식

과 제도 또한 갖춰져야 비로소 완전한 안전문화가 확립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변화

를 통해 안전에 태한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

관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이형복, 2015).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운동은 1995년 부산 한진 중공업 선

박화재를 계기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이 실시되면서 시

작되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추후 안전문화운동이 확

대되었으며, 현 정부에 들어서는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기반을 위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2013년 출범된「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

협”)」는 전국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

회, 교통, 생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실천과제를 정하고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중 ‘교통안전’ 분

야에서는 ‘안심운전(Safe Traffic)’을 테마로 하여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및 ‘생활도로 30 km/h 이하 서행하기’를 실

천과제로 하고 있다(이형복, 2015).

이처럼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문화의 정착 없이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없다.

지역주민이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나 안전문화운

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안문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

심운전 테마의 2개 실천과제는 ‘운전자 중심’의 실천과제

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함께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문화를 형성해야 예방할 수

있다. 

울주군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부문에서 그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인 등의 교통약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아닌 교통시설을 이

용하는 모든 연령층의 운전자 및 보행자가 시설이용자로서

교육받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교통안

전 확산운동에 대해 제시한다.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확산운동은 ‘생애 주기별’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유아기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모든 면

에 있어 발달이 크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인지가 발달하

고 자기통제 및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부모의 훈육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의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유년기에는 “보행자 면허증 발급”사업을 전개하여 실제

등하교시 보행동선을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보행자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다. 특히 실기시험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통행

법, 눈비 올 때 보행법, 주정차된 차량 주변 보행법, 주차된

차량 밑에 물건이 들어갈 경우 대처법 등 보행자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 및 체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년

기의 경우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적, 정서적, 도덕

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주변 환

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때 교통안전에 대한 정체

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하교시, 일상생활에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기, 청

소년기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은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반복

교육과 경험 습득의 기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장년기에는 오토바이 안전, 차량의 전 좌석 안

전띠 착용 등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그 중요성

을 강조하여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

보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기의 경우 실버 운전자 차량에 실

버 마크를 부착하여 노인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률을 줄여야 한다. 생애 주기별 교육은 연령대에 적합한 교

육 및 홍보 방법을 통해 전달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밖에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확산운동은 생애주기별

교육 외에도 울주군 내 거주민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 실시

해야한다. 울주군 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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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주자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언어권별 맞춤형 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및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일원임을 일깨우고, 울주군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5 교통 개선 사업별 참여조직의 임무와 역할

지면 관계상 각 중점개선지구의 개선 사업별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참여조직의 임무와 역할은 삼남지구의 서울 산

보람병원 앞 사거리 사례만 제시한다. 개선 사업별 추진 일

정은 다음의 <표 7>과 같으며, 소요 예산은 <표 8>과 같이

산출되었다. 또한 개선 사업별 참여조직의 임무와 역할은

개선 사업명 내 ‘○는 인프라 개선 성격의 사업, ◎는 법/제도

개선 성격의 사업, ●는 안전문화 측면의 사업’을 의미하며,

역할은 책임 또는 주관기관을 의미하는 P(Primary), 유관기

관을 의미하는 R(Related), 지원기관을 의미하는 S(Support)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울주군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지점별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교통사고 취약지점은

온산읍의 처용삼거리, 대덕삼거리, 덕신소공원 인근, 울산

기술공업고등학교 입구 오거리, 범서읍의 보아모텔~지지

워터피아 구간, 파스쿠치 구영무궁화점 사거리, 삼남면의

서울 산보람병원 앞 사거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점별

실사를 통해 교통 인프라 취약점 및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개

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 안전문화 의

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통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은 더 이상 정부 주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제도 시행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주민의 올바

Table 7. Schedule of improvement project

사업명
2016년 201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삼남지구 주민들의 설문조사 실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업체 견적

·회전교차로 공사(도색, 화단 공사 포함)

·중앙 조형물 제작

·고휘도 회전교차로 안내 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위치 변경 공사

Table 8. Budget required for improvement projects

사업명
집행 금액(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회전교차로 공사 소계(D=30~35 m) 203,000

1. 토공(흙깍기, 사토, 아스콘포장 절단, 폐기물 상차 등) 30,000

2. 배수공(구조물터파기, 콘크리트타설 등) 8,000

3. 구조물공(콘크리트치핑, L형측구설치 등) 10,000

4. 포장공(소규모 포장복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45,000

5. 부대공(중기운반,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등) 30,000

6. 사급자재대(모래, 시멘트, 철근, 아스팔트 유제 등) 20,000

7. 관급자재대(아스팔트콘크리트 등) 60,000

·중앙 조형물 제작 20,000

Table 9.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improvement projects

사업명 개요 역할 부서(기관) 명 주요 임무

회전교차로 설치(○)

P 울주군청 도로과

-읍면지역 시도 신설 및 확포장사업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

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회전교차로 설치

R 울주 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시설 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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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교통안전의식 확립과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안

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더불어 울주군내 모든 교

통사고 다발지점 및 취약지점에 대해 한꺼번에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관련 조직들이 사업시행의 우

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중점개선지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또 다른 함의는 교통 인프라 측

면과 교통안전 문화측면에서 지자체내 교통관련 유관기관

및 담당부서들의 임무와 역할도 제시한 점에 중요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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