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ffecting traffic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in 564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from 2011 to 2015.

METHODS : The traffic accidents were specified using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complex type (national VS.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gradation (old VS. non-old), location of complex (capital VS. non-capital), and traffic law violation (speeding, signal violation, and
median invasion). The average number of crashes and accident ratio (fatal, severe, and both)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es
were calculated. With a sample of crashe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for 5 years,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ased on industrial complex and traffic law characteristics using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RESULTS : From statistical results, it is observed that the crash frequency occurring in old industrial complexes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in non-old industrial complexes. Old industrial complexes located in a capital area, old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ol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are considerably related to higher crash frequency, but the fatal accident ratio appeared to have no statistical difference across
industrial complex characteristics. Severe crash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non-old industrial complexes on an average.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potential threats to roads and traffic in the same manner as illegal parking in industrial
complex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oad infrastruc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raffic safety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characteristics such as planning and operation of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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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2013년 말 기준 노후산업단지1)

(이하 노후산단) 83개 진단 결과에 따르면, 노후산단의

경우 산단 내 20m 이상 도로율은 평균 5.1%로, 계획기

준인 8~10%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폭이 12m 미만의

1) 노후산업단지는「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거 착공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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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거의 80%까지 육박하고 있다(MOLIT, 2014)2). 

일반적으로 낮은 도로율은 산단 내₩외 통행 차량들의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산

단 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

쉽다. 더 나아가 산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GRI, 2013). 더불

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산단 1,100여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노후산단, 비노후산단3) 모두 일반 도로 평

균 사고빈도보다 2배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도로율 등의 원인이 사고에 어느 정도 향

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KICT, 2017). 그리고 산단의

노후화는 도로 기반시설이 생산 인프라로서의 제 기능

상실, 경쟁력 약화 등으로 연계되고, 단지 내 도로 교통

운 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

상되기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국 산업단지에서 2011년~2015

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산단 특성적 원

인을 파악하고자 산단 유형, 산단 노후화 정도, 소재지

위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산단 내 교통사고 유발 후

보군을 명시하고, 산단 특성별로 종속변수에 적합한 통

계기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특히 연평균 사고건수 혹은 사고율의 차이를 모수적

/비모수적 방법으로 동시에 분석하여 산단 그룹 간 차

이를 검정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

행에 있어서도 도로 및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을 수행해

야 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논문은국내산업단지내에서2011년부터2015년도

까지 5년간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하고, 산단 면적 자

료가 존재하는 총 563개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교통

사고를다루고있다. 연구방법은 Fig. 1과같다. 먼저기

존 문헌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셋째, 전체 산단 대상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어서 모수적/비모수

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단위 면적당 연평균 사고건수

혹은사고율의차이를분석하고논의한다. 마지막으로결

론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 향후과제를제안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기존문헌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 7조

에서 지정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다.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

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이고, 일반산

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이하 일반

산단, 산입법).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단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노후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기반시설 인프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생산 인프라로

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Chang et al., 2011; Kim and Lim, 2014; Lee et

al., 2015). 2007년 노후산단 대상 재정비의 효율적 시

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 연구가 수행된 이래(건설교

통부 2007), 대구경북연구원은 노후 도심공단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재정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DGI, 2009).

또한 최근 경기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1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도로 기반시설 상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장단기 전략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연
2) 노후국가산업단지 내 20m 이상 도로율은 7.3%로 전체 평균인 5.1%

보다는 높다.

3) 비노후산단은 노후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산업단지를 지칭한다.

Fig. 1 Research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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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하 다(GRI, 2013). 

노후산단 재정비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노후산단의 재생방안에 대한 사례 및 방향 중

심연구(Park and Park, 2011; Jang et al., 2011; Kim

and Lim, 2014)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일부 노후산단은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 편입됨으로써 교통문제가 발생하

고, 단지 활력도가 떨어지며, 종사자들이 도로 노후화 및

주차장 시설 부족, 불법주차로 인한 화물차량 소통 불편

등을 경험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노후산단 중 특히 일반산단 도

로율은 평균 4.3%로 국가산단 평균 7.0% 혹은 특별₩광

역시 소재 산단 평균 7.1%보다 낮다(Jang et al.,

2015).

산단 유형과 소재지 차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과 상

관성이 존재한다고 연구결과가 발표된 사례가 있지만,

간단한 치사율(본 논문에서는 사망사고 비율로 칭함) 산

정식을 통해 제시한 결과이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

다. 이렇듯 산단 내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다수 발생함

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문헌 중 특정하게 사고분석을

수행한 연구 및 논문은 거의 없으며, 최근 산단 내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노후국가산단의

도로 및 교통시설 정 안전진단을 수행한 사례만 일부

존재한다(Rye, 2015; Lee, 2013). 그러나 산단의 전반

적인 교통사고 분석보다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국한되어 있다. 

산단의 토지이용과 교통안전 분야 연계성에 대한 논

문은 존재하지 않으나, 도시 내 토지이용과 교통사고 관

계 규명에 대한 논문은 일부 존재한다. 토지이용 종류

중 중심상업지역과 고 도 주거 집지역과 비슷한 수

준으로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으며(Sung

and Yoo, 2014), 공업지역이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는

건설기계나 화물차, 특수차 사고비율이 높았다고 보도

된 바 있다(Yonhapnews, 2016). 그리고 지역 개발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교통사고 건수와 상관계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1). 하지만

본 논문이 고려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산단 내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단 특성을 고려한 사고

분석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사례가 없다. 

2.2.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여 산단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 노후 국가산단

과 같은 특정 일부 산단에 대한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검토는 사업으로서 수행된 바 있으나 이는 사고 원인적

차이 규명보다는 안전시설물 설치의 당위성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DB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방법을 사

용하여 산단별 단위 면적당 평균사고발생건수 및 비율

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

고 발생과 연관 있는 산단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교통사

고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도출
3.1. 자료 수집 범위 및 내용 결정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 산하 도로

교통공단이 제공하는‘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온

라인에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리정

보시스템 정보 활용 2015년 12월 기준 1,104개 (도시첨

단, 농공단지 포함) 산단 구역경계 자료를 확보하고, 이

를 공단 교통사고 DB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산단 경계로

부터 500m 반경 내 도로네트워크 2011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자료를 입수하 다. 여기서, 산단 경계

500m 반경 이내로 설정한 이유는 경계 외부 일정권역

은 산단 교통 향권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교

통사고자료와 함께 수집된 자료는 산단이 보유하는 개

별 특성 정보이다. 이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망 혹

은 내부 자료를 통해 제공받았다. 구체적 수집자료 내용

은 산단 유형(국가/일반), 산단 노후여부(노후/비노후),

산단 소재지(수도권, 그 외) 등 산단 특성과 교통사고 신

체상해, 교통법규위반 등 사고 특성이며, 사고유형별 자

료와 함께 DB로 구축하 다. 상기 산단 특성은 산단을

분류하는 주요 판단 기준인데, 산단유형과 노후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산단 소재지

는 산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 다.4) 

본 논문에서는 면적 1백만㎡ 당 연평균 사고수와 사

고율을 대상으로 하 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5

년도까지 5개년간 교통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산단과

산단의 면적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산단만을 분석대상

4) 산업단지는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가 집중된 지역과
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수송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판단되어 인구가
집된 수도권과 그 외(일명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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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는데, 총 산단 갯수는 563개이다. 분석대상

변수는 먼저 면적당 연평균 사고건수를 사용하 고, 보

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사망사고비율 및 중상사고비

율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

3.2. 분석 방법론 설정

본 논문은 1차적으로 산단 특성별 평균 교통사고건수

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 다.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산단 특성으로 인해 달라지는 평

균 교통사고건수 및 비율 차이에 대한 통계 검정을 실시

하 는데, 모수적 검정과 비모수적 검정을 모두 활용하

고 결과를 대조하여 비교하 다. 모수적 검정방법으로

는 독립 t검정과 중심극한정리를 활용한 Z-검정을 사용

하 고, 비모수적 검정방법으로는 Wilcoxon 순위합 검

정방법(Wilcoxon Rank Sum Test)을 사용하 는데,

Wilcoxon 순위합 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대표적 비모수적 검정방법으로 관측값이 아닌 관

측값 순위를 이용하여 검정한다. 특히 변수들 중에 하나

라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비모수 검정법으로 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수적/비모수적 검정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R프로그램

이며, 산단 소재지를 포함한 노후 여부 특성, 산단 소재

지를 포함한 교통사고 신체상해 특성, 교통사고 법규 위

반 특성 등 산단별 고유의 특성과 교통사고건수 및 비율

과의 관계를 다차원 분할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4. 기초 통계 분석 및 결과

본 논문은 산단 특성 및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먼저 교통사고 자

료부터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분포된 국가산단 및 일반

산단의 500m 반경 내 발생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총

2만 2천 여 건이며, 전국 교통사고 건수의 약 10%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이래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종합적으로 전국 사고발생

비율과 유사하게 화물차 관련 사고건수보다는 승용차

연관 사고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교통사고가 100

건 이상인 산단은 35개로 6.2%를 차지하 는데, 이 중

국가산단은 5개 으며, 모두 노후산단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산단은 나머지 30개 는데, 이 중 13개가 노후

산단으로 판명되어 43.3%를 차지하 다. 전체 산단 중

노후산단 비율 14.9%인 것과 비교하면 비노후산단 대

비 노후산단의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5년간 평균 교통사고가 2건 이하(총 10건 이

하)인 산단은 모두 222개, 39.4%를 나타났는데, 이 중

노후산단의 비율은 3.6%로 낮아 노후산단은 교통사고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노후산단과 비노후산단의 연도별, 산단 유

형별, 산단 소재지별 평균 사고발생건수 추이이다. 노후

산단의 경우 국가산단에 속한 산단의 평균사고건수가

일반산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

반산단은 산단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산단에 비

해 낮은 사고건수를 발생시켰다. 또한 최근 수도권 소재

국가산단이 사고가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후산단의 경우 평균 사고건수는 모두 40건 이내로

총량은 많지 않고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노후산단도 국가산단이 소재지와 상관없이 일

반산단보다 평균사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모수적/비모수적 교통사고 발생차이 검정
및 결과

5.1. 산단 노후 여부 특성

Trends of Average Number of Crashes in Non-old Industrial Complexs

Trends of Average Number of Crashes in Old Industrial Complexs

Fig. 2 Comparison of Average Frequency of Crashes Occurred 

between Old VS. Non-old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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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여부에 따른 평균사고건수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

하여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전체 사고건수에 대한 노후여

부 비교에서 비모수적 방법인 순위합 검정을 사용하

을 때 노후산단과 비노후산단 순위 분포를 보여준다. 

Fig. 3에서 숫자 1그룹은 노후산단을 명시하고, 숫자

0 그룹은 비노후산단을 명시한다(이하 유사 그림 같음).

노후산단의 순위가 비노후산단의 순위에 비해 높은 위

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그룹의 분포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노후여부에 따른 연평균 사고건

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 t 검정

과 Wilcoxon 순위합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에 따

르면 연평균 교통사고건수는 노후산단은 약 61건, 비노

후산단은 약 19건으로 나타났으며, 모수적 방법과 비모

수적 방법 모두 두 집단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산단그룹의 교통사

고 평균이 비노후산단그룹에 비해 3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후여부에 따른 면적당 평균사고건수5)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산단 유형, 산단 소재지를

고려한 비모수적 2차원 분할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

과는 Fig. 4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는 Table

1과 유사하게 모수적 방법인 독립적 t-검정 결과도 함

께 제시하 다. 

산단 유형과 산단 소재지 분류 기준에서는 노후산단

과 비노후산단 면적당 연평균 교통사고건수가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Category N. of Complexes
Average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T-statistic P-value

Old Industrial Complex
(OIC)

92 61.29 84.60

7.34 2 0.0001 -4.63 0.0001
Non-old Industrial
Complex (NOIC)

471 19.36 44.48

Table 1. Comparision of Average Annual Crash Frequency Based on Industrial Complex’s Age

Table 2. Comparision of Average Annual Crash Frequency Between Types VS.

Regional Locations Based on Industrial Complex Age

Category
No. of

Complexes

Average
crash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T-statistic P-value

National
Old Industrial Complex 23 63.63 100.94

3.17 0.0015 -2.61 0.0160
Non-old Industrial Complex 29 8.52 10.63

General
Old Industrial Complex 69 60.51 79.25

6.93 0.0001 -4.13 0.0001
Non-old Industrial Complex 442 20.07 45.75

Capital area
Old Industrial Complex 110 97.12 113.07

3.10 0.0019 -2.69 0.0112
Non-old Industrial Complex 30 40.04 58.21

Non-capital
area

Old Industrial Complex 62 43.80 60.38
6.48 <0.0001 -3.88 0.0002

Non-old Industrial Complex 361 13.06 37.24

Fig. 3 Average Frequency of Crashes Based on 

Industrial Complex’s Age

Note :A diamond symbol in a box represents the average number
of crashes in each group.

5) 면적당 평균사고건수는 산단의 규모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기준 단위
를 1백만 m2로 지정하 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유형 모두

노후산단의 면적당 연평균 교통사고건수가 비노후산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63.63건 VS. 8.52건, 60.51건

VS. 20.07건). 수도권 소재 노후산단의 경우는 면적당

평균사고건수가 가장 높았고(97.12건), 비노후 국가산

단은 가장 낮았다(8.52건).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평

균이 비노후산단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노후화 자체가 사고유발요소는 아닐 수 있어도, 노

후산단은 교통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노후산단의 경우 도로율이 낮고, 도로폭

도 협소하며, 특히 보/차 분리가 안 된 도로가 다수 존

재하기 때문에 차량간/차량-보행자간 교통안전에 위협

이 되는 잠재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사

고발생 확률도 높다. 특히 수도권 내 소재 노후산단은

교통 안전성 추가 확보를 위한 도로 및 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5.2. 교통사고 신체상해 유형 특성

본 항에서는 교통사고 유형을 신체상해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각 항목에 대한 비모수적 방법인 순위

합 검정에서 사용한 노후산단과 비노후산단의 순위 분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6206

Average Crash Frequency Distribution i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OIC VS. NOIC)

Average Crash Frequency Distribution in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OIC VS. NOIC)

Average Crash Frequency Distribution in Industrial Complexes 

within Capital Area (OIC VS. NOIC)

Average Frequency of Crashes in Industrial Complexes within 

Non-capital Area (OIC VS. NOIC)

Fig. 4 Distribution of Average Frequency of Crashes 

by Two-dimentional Categories

Average Frequency of Fatal Crashes

Average Frequency of Severely-injured Crashes

Fig. 5 Distribution of Average Frequency of Crashes 

by Accident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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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정리하 다. 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사망사고와 중

상사고 관련 결과만 정리하면 Fig. 5와 같은데, 이 경우

또한 비노후산단의 순위가 노후산단의 순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후중심극한정리를이용한두집단에대한Z-검정과

Wilcoxon의 순위합 검정을 시행하 는데, 그 결과 연평

균 사고건수는 노후산단의 평균이 비노후산단의 평균보

다 높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사고와경상사고도이와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다.

5.2.1.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비율 비교

본 항은 각 산단의 총 사고 중 사망사고 비율과 중상

사고비율, 중상이상 사고비율(사망+중상사고비율)이 산

단의 노후화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

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6는 사망사고 비율과 중상사

고 비율 분포를 나타내는데, 사망사고 비율은 비노후산

단은 0에서 1사이 넓게 분포하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보이는 반면, 노후산단은 0에서 0.1사이에서 분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망사고 비율은 총 사고건수와 연동되어 있는데, 앞

서 설명하 듯이 5년동안 총사고건수가 10건 이하인 산

단이 222개가 존재하고 총 사고건수가 1건인 단지도

22개가 있다. 이 때 1건의 사고가 바로 사망사고일 경

우, 이 산단의 사망사고 비율은 1.0이 된다. 이러한 문

제로 인하여 비노후산단의 사망사고비율과 중상사고 비

율의 분포가 노후산단 대비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사망사고율과 중상사고율

에 대한 각 개별 집단과 중상이상 사고율을 합한 집단

(사망사고율+중상사고율)의 평균차이 검정 결과를 나타

낸다. 사망사고율에서는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

검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비노후산단의 사망사고율이 노후

산단의 사망사고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비모수적 방

법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비노후산단의 사망사고율에서 0%(총 239개 산

단, 50.64%)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순위로 고려하는

경우와 실제 숫자로 고려하는 경우에 따라 검정결과가

달리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망사고율과 같이

분포가 왜곡되기 쉬운 자료에 대한 비교는 비모수적 검

정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 사망사고율은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상사고율은 두

방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나타

Fatal Accident Ratio

Severe Accident Ratio

Fig. 6 Distribution of Traffic Accident Ratio by Accident 

Severity

Category
N. of

complex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T-statistic P-value

Fatal accident ratio
OIC 92 0.018 0.015

0.745 0.4563 5.73 2 0.0001
NOIC 471 0.051 0.118

Severe accident ratio
OIC 92 0.316 0.101

-2.87 0.0041 4.04 2 0.0001
NOIC 471 0.375 0.217

Both accident ratio
OIC 92 0.334 0.101

-4.44 2 0.0001 6.16 2 0.0001
NOIC 471 0.426 0.225

Table 3. Comparison of Traffic Accident Ratio by Accident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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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비노후산단의 중상사고율이 노후산단의 중

상사고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중상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는 차량의 크기가 크거나 급하게 속

도제한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의 강도가 높

던지, 사람(보행자 혹은 자전거 이용자)과 차량 간의 사

고로 인해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경우 등과 같이 차대차

과속 혹은 차대인 사고와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

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교통정온화시설 등 단지 내

속도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차 분리 등을 위한 안전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단 유형/노후화에 따라 사망사고율, 중상사고율, 중

상이상사고율에대해평균비교를수행한결과는Table

4와 같다. 국가산단의 사망사고율은 노후산단과 비노후

산단간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

상사고 비율은 두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역시 전체 개요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비노후산단의 평균이 노후산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산단의 사망사고율과 중상사고율 분석은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의 검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

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개요와 유사하게, 비노후산단의

사망사고율과 중상사고율이 노후산단에 비하여 높은 것

으로 검정되지만, 비모수적 방법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와 유사하게 사고율 자료

가 매우 치우친 형태의 분포를 보이므로, 비모수적 방법

Category
N. of

complex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Z-statistic P-valu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atal accident
ratio

OIC 23 0.018 0.009
-0.43 0.6709 1.47 0.1516

NOIC 29 0.026 0.027

Severe accident
ratio

OIC 23 0.279 0.068
-2.63 0.0086 3.12 0.0018

NOIC 29 0.364 0.125

Both accident
ratio

OIC 23 0.297 0.065
-2.95 0.0032 3.52 0.004

NOIC 29 0.390 0.122

General
industrial
complex

Fatal accident
ratio

OIC 69 0.018 0.017
0.38 0.7030 5.57 0.0001

NOIC 442 0.052 0.121

Severe accident
ratio

OIC 69 0.328 0.107
-1.76 0.0780 2.82 0.0048

NOIC 442 0.375 0.222

Both accident
ratio

OIC 69 0.346 0.108
-3.22 0.0013 4.77 0.001

NOIC 442 0.427 0.230

Category
N. of

complex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Z-statistic P-value

Capital area

Fatal accident
ratio

OIC 30 0.017 0.018
0.04 0.9684 2.12 0.034

NOIC 110 0.031 0.059

Severe accident
ratio

OIC 30 0.323 0.069
-0.35 0.7240 1.94 0.0524

NOIC 110 0.369 0.206

Both accident
ratio

OIC 30 0.340 0.069
-1.15 0.2509 2.59 0.009

NOIC 110 0.400 0.198

Non-capital
area

Fatal accident
ratio

OIC 62 0.019 0.014
0.82 0.4097 5.35 0.0001

NOIC 361 0.057 0.130

Severe accident
ratio

OIC 62 0.313 0.114
-2.78 0.0055 3.46 0.0005

NOIC 361 0.377 0.220

Both accident
ratio

OIC 62 0.332 0.114
-4.09 0.0001 5.39 0.0001

NOIC 361 0.434 0.232

Table 5. Comparison of Traffic Accident Ratio by Accident Severity and Complex Location

Table 4. Comparison of Traffic Accident Ratio by Accident Severity and Complex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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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사망사고율와 중상사고율은 통

계적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산단 소재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을 때

사망사고율, 중상사고율, 중상이상 사고율에 대한 평균

을 노후산단과 비노후산단으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5

에서 제시하 다. 여기서, 사망사고율은 수도권과 비수

도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상사고율은 수도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이상 사고율도 수도권에

서는 노후산단과 비노후산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중상사고율과 중

상이상 사고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비노후산단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중상 이상 대형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 운전프로

그램을 운 하는 것이 요구된다. 

5.3. 교통사고 법규 위반 특성

본 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위반’, ‘보행

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타’등 8가지 항목으로 수집되고 있는 사고

항목 중 대형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중앙성 침범’, ‘신

호위반’, ‘과속’에 대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able 6은 산단 유형/3대 교통법규 위반/노후화 여

부에 따른 단위 면적당 교통사고 수에 대한 평균을 모수

적/비모수적 방법으로 3차원 분할법을 사용 비교한 결

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상관없이 3대

법규 위반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평균 사고빈도는 노후

산단이 비노후산단보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더 높

게 나타났다. 국가산단 발생 사고에서는 법규별로도 신

호위반(9.2건 VS. 1.1건), 중앙선 침범(3.0건 VS. 0.7

건), 과속(0.08건 VS. 0.02) 순으로 노후산단의 사고빈

도가 비노후산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산단

발생사고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과속의 순으로 평균 사고건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 노후산단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발생건수가 국가산단, 일반산단 모두 매우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주요 교차로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

라를 설치하거나, 산단 내 자동차 운전자 대상 법규 위

반 단속프로그램 운 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노후산단이 대부분 폭

12m 이내 도로율이 매우 높아서 도로폭이 협소하여 중

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후산단

전체적인 문제인 불법주차는 이러한 문제를 더 가중시

킬 수 있다. 따라서 불법주차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산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우 시급히 요구된다. 노

후일반산단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국가산단보다 낮은 도

로율과 교차로 내 대형차량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

지 못함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 개선, 일부 도로

재정비사업이 적절하다.

Category
N. of

complex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T-statistic P-valu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peeding
OIC 23 0.083 0.123

3.33 0.0009 -2.40 0.0241
NOIC 29 0.019 0.041

Traffic signal
violation

OIC 23 9.161 14.378
3.69 0.0002 -2.66 0.0142

NOIC 29 1.141 1.817

Median invasion
OIC 23 2.983 4.536

2.56 0.0104 -2.34 0.0272
NOIC 29 0.684 1.382

General
industrial
complex

Speeding
OIC 23 0.090 0.199

5.16 0.0001 -1.99 0.0498
NOIC 29 0.037 0.244

Traffic signal
violation

OIC 69 7.837 11.921
6.54 0.0001 -3.63 0.0005

NOIC 442 2.481 7.080

Median invasion
OIC 69 3.901 4.576

5.76 0.0001 -2.98 0.0039
NOIC 442 1.623 3.246

Table 6. Comparison of Crash Frequency Per Area Unit by Complex Type and Viol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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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3대 법규 위반에 대하여 산단 소재지 고려

단위 면적당 교통사고건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다. 모수

적 방법보다는 비모수적 방법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산단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역시

신호위반에 따른 노후산단 사고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

며(14.3건 VS. 5.2건), 그 다음으로는 중앙선 침범(6.7

건 VS. 2.2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노후산단 내

₩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

호위반 단속시설물을 추가하고, 법규 위반 단속프로그

램을 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결론 및 제안

본 논문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특성 분

석을 통해 구체적 원인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산단

유형, 산단 노후화 정도, 소재지 위치, 교통법규 위반 여

부 등 산단 내 교통사고 유발 후보군을 명시하고, 산단

특성별로 연평균 교통사고건수와 사고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산

단 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수행하고 해결책

을 제시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산단 일반 유형(국가/

일반), 산단 노후 여부(노후/비노후), 산단 소재지(수도

권, 그 외) 등 산단 특성과 교통사고 신체상해, 교통법규

위반 등 사고 특성을 다차원 분할법을 활용하여 모수적

/비모수적 방법으로 나누어 검정하 으며 통계적 유의

성을 확인하 다. 

면적 1백만㎡ 당 연평균 사고수와 사고율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5년간 교통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국가

및 일반 산단을 대상으로 총 563개 산단이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노후산단인 경우, 연평균 사고건수가 비노

후산단보다 3배 정도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산단의 경우 도로율이 현재 법

적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폭 12m 이내 협소한 도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불법주차율이

매우 높고 보/차 비분리도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차

량간/차량-보행자간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잠재적인

요소가많다는것도간과할수없다(KICT, 2017).

수도권 소재 노후산단, 즉 노후국가산단, 노후일반산

단들이 평균사고발생빈도와 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평균사망사고율은 국가, 일반산단 모두 노후/비노후산

단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중상사고율은 비노후산

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이상 사고율도 중상

사고율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

수도권 소재 비노후산단의 중상이상 사고율이 노후산단

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중상이상 사고는 운행차량 크기 등으로 인해

충격의 강도가 높거나 사람(보행자 혹은 자전거 이용자)

과 차량 간의 사고로 인해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 같이

과속 혹은 대인사고와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차

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및 교통정온화시설 등 속도제

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차 분리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사고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사고율은 수도

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비수도권

Category
N. of

complex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on-parametric test Parametric test

Wilcoxon 
Z-statistic

P-value T-statistic P-value

Capital area

Speeding
OIC 30 0.086 0.158

3.18 0.0015 -0.59 0.5560
NOIC 110 0.058 0.399

Traffic signal
violation

OIC 30 14.286 17.855
2.85 0.0043 -2.55 0.0154

NOIC 110 5.597 10.421

Median invasion
OIC 30 6.715 8.905

2.62 0.0087 -1.92 0.0154
NOIC 110 3.443 5.270

Non-capital
area

Speeding
OIC 62 0.089 0.194

7.63 0.0001 -2.31 0.0627
NOIC 361 0.029 0.156

Traffic signal
violation

OIC 62 5.207 7.389
7.59 0.0001 -3.88 0.0237

NOIC 361 1.423 4.984

Median invasion
OIC 62 2.198 2.527

5.43 0.0001 -3.60 0.0002
NOIC 361 0.994 1.819

Table 7. Comparison of Crash Frequency Per Area Unit by Complex Location and Viol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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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해서는 신호위반에서 기인한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국가/일반 산단,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산단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호위반 유발 대형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소

재 비노후산단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교

통법규 위반 단속 등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평균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중앙선 침범

사고는 산단 내 좁은 도로에서 대형차량의 소통의 어려

움으로 인해 기인하므로 교차로 개선 및 향후 도로재정

비사업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공동으

로 수립한“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최근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 5개 지구를 선정하 다(국토

교통부, 2017).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은‘노후거점산업

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2015. 1

월 제정)’에 근거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궁극

적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개선을 통해 활

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수행 시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산단 내 불법주차활동과 같이 보/차 모두에게 위

협적인 요인을 가능한 제거하고, 도로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산단에서는 도로 재

정비와 교통정온화시설, 속도제한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와 같은 도로인프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

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 법규 위반 단속프로그램을 운 하는 등 산단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

다. 본 논문은 개별적인 교통사고건수 및 사고율 요인분

석보다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평균교통사고건수 및 사

고율을 중점으로 산단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분석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비집계적 자료를 기반으로 교

통량(승용차/화물차등) 등과같이보다미시적으로교통

사고모형을개발하여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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