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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Improvement of Child Protected Zone

주석준*, 정명진**, 곽철*, 송태승*, 차주희*

Seokjun Ju*, Myeongjin Jeong**, Cheol Kwak*, Taeseung Song*,  Juhee Cha* 

요 약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어린

이 보호구역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 2019년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건 수와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

사고의 사고건 수와 부상자 수가 증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통계와 동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사고건 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또한 2019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위험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와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후,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 안전성 향상 및 운전자

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주요어 : 사망자 수, 사고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Abstract The number of deaths from child traffic accidents in Korea is currently higher than the average figure 
of OECD members, and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reduce the school zone accident rate. According to the 
TAAS statistics of the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he number of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under 12 years of age) in Korea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recently, but the number of accidents and 
injuri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decreasing. With the number of accidents and injuries of children 
in Korea continuing to increase and decreas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deaths, and injuries of children in 
the school zone (under 12 years of age) has also been on the rise since 2019. Therefore, we were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study (Study on Improvement through School Zone Accident Risk Survey, Study on 
Improvement of Children's Traffic Safety Facilities through Simulation Program). In order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mong school zones, which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among children, a survey was conducted on 
traffic safety facilities and safety awareness of drivers. After that, we will analyze th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in the school zone and improving drivers' safety awareness.

Key words :  The number of Deaths, Accident Rate, School Zone, Safety



A Study on the Safety Improvement of Child Protected Zone

- 140 -

Ⅰ. 서 론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어린이 교

통사고 사망자 평균수치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표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건

수와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고건 수와 부상자

수가 증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 1

의 통계와 동일하게 표 2 의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 또한 2019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2]

엄상미(2003)는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의 대한 문제점과 사고위험도 실태조사, 교통사고 실

태분석, 교통안전 지식 등 각종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고, [3] 김일권(2016)은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를 하였다. [4] 노경준(2019)은 설계속도 60km 이상

인 도로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 설

치 시에 제한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및 구간단속을 실시하여 캥거루 효과(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것을 이르는 말)를 억제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5]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어린이 교통사

고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

전시설물 실태조사와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표 1. 2015년 ~ 2019년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2]
Table 1.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under 12 years of
age) between 2015 and 2019

표 2. 2015년 ~ 2019년전국스쿨존내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2]
Table 2.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under 12 years of age)
in school zones nationwide between 2015 and 2019

Ⅱ. 연구방법

스쿨존 내의 사고유형, 교통안전시설물 실태 및 운전

자의 안전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1. 실태조사

2019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을 바탕으로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 두 부분으로 나눠 교

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선정기준인 분석조건

(반경 300m내, 대상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

지역), 사고검색조건(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

하 어린이사고)에 해당된 사고다발지역 10곳을 실태 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건
수

12,191
건

11,264
건

10,960
건

10,009
건

11,054
건

사망자
수

65 명 71 명 54 명 34 명 28 명

부상자
수

15,034
명

14,215
명

13,433
명

12,543
명

14,115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건
수

541 건 480 건 479 건 435 건 567 건

사망자
수

8 명 8 명 8 명 3 명 6 명

부상자
수

558 명 510 명 487 명 473 명 58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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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또한 그에 비교하기 위해 비 사고다발지역

10곳을 임의로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6]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14문항

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조사한 후 분석하

였다.

2. 설문조사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운전자들

이 생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에 부족한 부분들

을 조사하기 위해 총 13문항의 설문항목과 약 12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직종으로 나눠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분석

표 3 에 나타난 TAAS 프로그램 2019 법규위반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와 부상

자 수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위반사항 중 하나는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예방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로는 과속방지턱, 단속카메

라, 미끄럼 방지 등을 들 수 있으며 표 4, 표 5 의 교통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보면 우천 시 안전의무 불이행

을 절감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설비가 사고다발구역과

비 사고다발구역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당히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안전의무 불이

행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 또한 현저히 적은 수가 설치

되어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고 판단된다.

표 3. TASS 프로그램 2019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7]

Table 3. TASS Program 2019 children’s Traffic Accidents in the School Zone by Violation of Law statostocs

표 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Table 4. School zone accident-prone area checklist

구분
스쿨존

표지판 설치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가상과속

방지턱 설치

과속

방지턱

설치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

보도설치

성은 어린이집 O X X O O X O

오류초 O X O O O X O

장미 어린이공원 X X X X O X O

우장초 O X O O O X O

신정초 O X O X O O O

신목초 O X X X O O O

신화초 O X O X O O O

자보습학원 O X O O O X O

역촌초 O O O O X O X

연신초 O O O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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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어린이 보호구역 비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Table 5. School zone non-accident prone area checklis

구분
도로

반사경 설치

단속

카메라

설치

CCTV

설치

주정차

금지

표시판

설치

노상

주차장

미설치

미끄럼

방지 설치
중앙선 구분

성은 어린이집 O X X O O X X

오류초 O X O O O X X

장미 어린이공원 X X X X O X X

우장초 O X O O X X X

신정초 X X O O O X X

신목초 X X O O O X X

신화초 O X O O O X O

자보습학원 X X O O O X X

역촌초 X O X O O X O

연신초 X O X O O X O

구분
스쿨존

표지판 설치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가상 과속

방지턱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

보도설치

발산초 O X O X O O O

세곡초 O X O O O O O

고척초 O O O X O O O

화곡초 O X O X O O O

화일초 O X O O O O O

영본초 O O O O O O O

명지초 O O O O O O X

소하초 O O O O O O O

문덕초 O O O X O O O

매봉초 O X O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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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 5 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14개 항목 중 가장 많이 미설치되어있는 항

목은 도로 미끄럼방지이다. 실제 일교차가 클 때나 기

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인 이른 바 ‘블랙 아

이스’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시설물을 설치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8]

교통안전시설물 14개의 항목을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에 비교해보았을 때 사고다발지역의 미설

치 개수 평균은 4.9개, 비 사고다발지역은 2.7개로 사고

다발지역의 평균이 비교적 더 높게 나왔다. 그 결과 사

고다발지역 체크리스트 항목 중 다른 시설물에 비해 신

호등, 보도방호울타리의 수가 비 사고다발지역 체크리

스트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고다발지역에 위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2.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 39%, 40~50대 34%, 60대 이상은 27%로 나타

났고 성별은 남성 62%, 여성 38%이며 대상자의 운전

유형은 자가용 운전자 58%, 영업용 운전자 42%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에서 살펴보면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0명

중 82명인 68%를 차지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120명 중 38명인 32%로 나타났다.

그림 2 에서 살펴보면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0명

중 85명인 71%를 차지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120명 중 35명인 29%로 나타났다.

구분
도로

반사경 설치

단속

카메라 설치

CCTV

설치

주정차

금지

표시판

설치

노상

주차장

미설치

미끄럼

방지 설치
중앙선 구분

발산초 O X O O O X X

세곡초 X X O O O X X

고척초 O X O O O X O

화곡초 O X O O O X O

화일초 O X O O O X X

영본초 O O O O O O O

명지초 O O O O O O X

소하초 O X X X O X X

문덕초 O X X X O X O

매봉초 O X O O O X X

그림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적절 여부
Figure 1. Speed limit (30 km/h) in school zone i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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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서 살펴보면 65명 중 19명인 29%는 단속

카메라가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65명중 15명인 23%는

과속방지턱, 65명 14명인 22%는 신호등, 65명중 12명인

19%는 횡단보도, 65명 중 5명인 7%는 기타 항목을 선

택했다.

그림 6 에서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사고율을 낮춰줄 수 있는 시설물로 120명 중 57명인

47%가 단속카메라를 꼽았고, 120명 중 32명인 27%는

과속방지턱, 120명 중 20명인 17%는 보도방호울타리,

120명 중 7명인 6%는 중앙차선분리대, 120명 중 4명인

3%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선택했다.

그림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준수 여부
Figure 2. Compliance with speed within school zone

그림 3 에서 살펴보면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0명

중 84명인 70%를 차지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120명 중 36명인 30%로 나타났다.

그림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를
본 경험
Figure 3. Experience seeing a sudden protruding object while
driving in the school zone.

그림 4 에서 살펴보면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0명

중 55명인 46%를 차지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120명 중 65명인 54%로 나타났다.

그림 4. 운전자가 생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신호등,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설치 개수 만족 여부

Figure 4. Whether the driver is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safety facilities (signal lights, crosswalks, speed bumps,

control cameras, etc.)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그림 5. 불충분 의견을 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시설물
Figure 5. Deficient facilities considered by those who
expressed insufficient opinions.

그림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Figure 6. Traffic safety facilities that can reduce accident rates
the most in the school zone.

그림 7 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민식이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120명 중

103명인 86%는 ‘네’라고 대답했으며, 120명 중 17명인

14%는 ‘아니오’라고 답 하였습니다.



그림 8.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Figure 8. The reason why I think it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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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에서 살펴보면 운전자입장에서 강한 규제라

고 생각한다가 103명 중 76명인 74% 였고, 운전자입장

에서 규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가 103명 중 12명인

12%, 응답없음이 103명 중 15명인 14%로 나타났다.

그림 9 에서 살펴보면 자가용 운전자와 영업용 운전

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과속방지턱보다 단속카메라가

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와 반

대로 영업용 운전자는 단속카메라보다 과속방지턱을

더 중요시 한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그림 10 에서 살펴보면 ‘민식이 법’ 개정 찬반에 대

한 의견을 연령별로 설문해본 결과 연령과 무관하게 찬

성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찬반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연령층은 20~30대(찬성: 95.1%, 반대: 4.9%)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인 연령층은 40~50대

(찬성: 80%, 반대: 20%) 이며.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찬성: 78.6%, 반대: 21.4%) 연령층은 찬반 비율의 격차

가 가장 작았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에 비례해 찬

성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11 에 ‘민식이 법’을 개정해야하는 이유를 연령

별로 설문해본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과한 규제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20~30대로 갈

수록 과한 규제라는 비율이 높아졌고, 20~30대에서 60

대 이상으로 갈수록 규제가 부족하다는 비율이 늘어났

다.

그림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민식이 법’ 개정 찬반
Figure 7. Pros and cons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revision in the school zone.

그림 9. 유형에 따른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
인 안전 시설물
Figure 9. Safety facilities effective in reducing the accident rate
of the driver by type

그림 10. 연령별 ‘민식이 법’ 개정 찬반

Figure 10. pros and cons of revising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by age

그림 11. 연령별 ‘민식이 법’ 개정 해야하는 이유
Figure 11. Reasons for the revision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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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그림 6 을 참고해

보면 실제로 운전자들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

한 시설물은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보도방호울타리,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다. 그 중 가장 비율이 높았었던

것은 단속카메라 (47%)와 과속방지턱 (27%)이었다. 그

러나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와 교통안전시

설물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교차분석해서 나온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체크리스트 표 4, 표 5 를 보면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

역의 설치 비율이 동일하였으며 이는 사고율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보도방호울타리 (17%)의

설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비 사고다발지역은 모두 설

치되어 있었지만 사고다발지역은 10곳 중 5곳이 미설치

되어있었고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보도방호울타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 을 보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를 보거나 겪은 적 있

는 운전자들의 비율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

인 그림 1, 그림 2 을 참고해보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68%였으며

그 중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운전자는 30%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7, 그림 8 을 보면 ‘민식이 법‘이 개정되어

야 한다고 응답한 운전자 수가 86%였으며 그 중 74%

의 운전자가 강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민식이 법‘을 대

체할 대안을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 보행자에 대한 규제가 마땅하지 않으며 심

지어 이를 악용하는 일명 ‘민식이 법 놀이’로 피해를 보

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6. 성별, 운전유형별민식이법개정찬반에대한교차분석결과
Table 6. Cross-analysi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revision of
the law by gender and type of driving

표 7. 성별, 운전유형 별 민식이 법 개정을 희망한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Table 7. Cross-analysis of the reasons why folk food by
gender and driving type wanted to revise the law

Ⅴ. 결 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

전시설물 실태조사,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었다.

(1) 사고다발지역과 비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여 실

시한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다발지역에서 부족한 시설물은 보도방호울타리, 신

호등, 횡단보도, 도로반사경이었으며, 운전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운전자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운전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단속카메

라, 과속방지턱, 보도방호울타리가 꼽혔다.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및 운전자 안전인식에 관

한 설문조사 결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첫

번째로 실시해야할 것은 보도방호울타리의 설치라고

판단된다.

(2) 운전자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보

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속

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 운전자

들의 인식 개선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며,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운전자들을 대상으

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3) 현행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함

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

의 과실로만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한규제라는 의

견이 많았다. 따라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

로 공정한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구분 찬성 반대 계

남자 58명 (90.6%) 6명 (9.4%) 64명 (100%)

여자 31명 (77.5%) 9명 (22.5%) 40명 (100%)

자가용 49명 (81.6%) 11명 (18.4%) 60명 (100%)

영업용 40명 (90.9%) 4명 (9.1%) 44명 (100%)

구분 과한규제 약한규제 계

남자 49명 (85.9%) 8명 (14.1%) 57명 (100%)

여자 28명 (87.5%) 4명 (12.5%) 32명 (100%)

자가용 47명 (92.1%) 4명 (7.9%) 51명 (100%)

영업용 30명 (78.9%) 8명 (21.1%) 38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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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식이 법에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일명 ‘민식이

법 놀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식이 법을 대체할 대안으로는 보행 어

린이의 올바른 안전인식 개선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

역 교통사고의 처벌형태를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을 위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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