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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社會의 발전은 홉移動性(high mobility)의 추구와 휩L를 함께하여 왔다. 특히 20세기 

부터 자동차가 동장하게 된 이래 우리의 생활환경은 치명적으로 파괴척인 결과를 한 순간 

에 초래할 수 있는 高速의 機械(自動車)와 격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A間의 定住體系가 自動車交通의 필速性과 便利性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통질서 

의 청착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동차대중화를 이룩한 세계각국의 例를 보면 速度時

代에 대처하는 社會制度的 질서의 구축과정에서 시행착오에 의해 교통사고의 피해가 극심 

했던 것이 공통적인 경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交通事故의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自動車， 道路， 管制等의 기술을 활용하여 交通體系의 效率을 향 

상시 키기 위 해 交通I學 및 交通計훌l의 學問이 발전되기 에 이르렀다. 

그리 고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 완 自動車大짧化(motorization)의 時代에 있어서 는 일반국민 

모두가 운전자나 보행자 또는 차량이용자가 됩에 따라서 道路交通規制의 중요성이 높아지 

게 되었다.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자동차， 도로， 안전시설， 신호관제 및 표지동의 갱태적 요소의 특성도중요하지만， 通行(혹 

은 運轉)과정에 있어서 이들 各要素間의 상호관계와 動態的 特性에 주목해야 한다. 도로교 

통규제는 운전자정보체계와 운전능력 즉 A的 要素의 관점에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勳的 훨素와의 結合作用을 예측하고， 이러한 교통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行政， 司法的 次元에서의 規制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의 이용과 자동차의 이용이 

日常生活의 기초를 이루고 순간척 상황판단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 모두를 行政· 司法的

* 셔울大뽑校 環樓大學院 훌k授 

** 이 빼究는 1988年度 文꿇部 훌術빼究 助成農의 5용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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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S로 삼을수는 없다. 따라서 國民敬育 그리고 運轉者敬育의 분야까지도 도로교풍 

규제의 연구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도로교통규제의 발달과정을 살펴면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그 개념이 상당히 변모해 오고 

있다. 自動車가 처음 등장펀 초기에는 거의 自由放任의 수준이었￡나， 자동차교통사고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적 물의가 높아짐에 따라서 1950'건대에는 주로 운전자에 대한 

규제 • 단속에 치중하였다. 그러 나 도로교통에 관한 기 술과 지 식 이 발달하여 교통사고에 관 

한 원언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됩에 따라서 A的훌素 이외에 自動車， 도로시 

설등의 勳的훨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뒤 자동차의 보급이 극도 

로 일반화된 최근에 들어서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원언을 제거하는 목적이외에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 通行權(right-of-way)의 개념을 강화하여 自動車時代에서 역설적￡로 위협받 

고 있는 移動性과 安全性을 함께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는 자동차교통의 歷史가 상대적 ò 로 日壞하기 째 문에 交通工學 및 交通計劃 분야 

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보급이 뒤늦은 관계로 급증하는 자동차에 따른 많은 問題가 야기되 

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율이 높아져 자동차대중화(motorization) 시대에 진업하게 된 

최 근부터， 社會制度面에서 交通規옮u水準의 落後로 인한 문제점 이 두드러 지게 부각되고 

있다. 

交通活動은 본원적으로 公共部門에 속하기 때문에 I學的 및 計劃管理에 관한 사항이 社

會制度를 통해 自動車와 道路의 이용자 모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交通規制分野는 法令體系上의 論理를 바탕으로 하면서， 

交通工學과 計劃의 지식을 발전시켜 交通安全과 교통환경의 개선에 마치는 효과를 경험자 

료를 통해 평가하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선택하는 분야인 것이다. 교통규제강의의 목적은 

사회제도적(행정적이거나 국민교육적부문의) 조치가 교통안전과 교통환경에 미칠수 있는 

효과를 다른나라의 경험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하고， 교통공학과 계획분야의 이흔지식을 바 

탕으로 自動車의 設計水灌， 運轉適性， 道路基準， 안전시설과 管制의 方法， 도호이용방법， 

交通事故調훌 및 對策 等의 분야에 있어서 현행의 규제방안을 검동하고 효과적 規制代案의 

모색을 위해 분석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교수요목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최근들어 자동차교통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交通事故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自動車， 道路， 信號管制， 運轉者， 運輸企業體 等의 여러가지 요소 

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고 있지만， 塵業技術水準의 발전으로 이제는 교통사고의 원언중 「하 

드웨어」적인 문제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交通體系의 내 용이 고도화됨 에 따라서 이 들 각 顆素間의 관계 즉 「소프트웨 어」적 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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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이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렵하기 위한 사회적 규칙 내지 규제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車輔交通의 歷史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도 

로교통규제의 개념이 거의 없었고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교통의 도업과 함께 뒤늦게 도 

로교통규제의 개념이 日A들에 의해 도업되게 되었다. 

解放을 맞이 한 이 후 政府組織體系의 구성에서 交通部門은 建設部， 治安本部， 交通部等의 

각 부처 에 산발적 으로 분산되 어 전문성 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관련요소를 통합적 으로 관장 

하지 못하는 관계로 交通規制의 落後性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法令條文을 

간헐적으로 모방한 관계로 전체적 규제체계의 맥락이 변형되고 또 말전되는 교통문제를 따 

르지 옷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규제기술의 낙후성이 오늘날의 교통문제를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처한 自動車交通의 大왔化水準에 비추어 우리사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交通工學이나 計劃 等의 기초적 학문지식에 대한 요구 옷지않게 이제는 規制

管理에 관한 지식 내지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우리사회에서 

는 최초로 대학원 수준의 고등교육과정에 交通規制科目을 개절하게 되었는 바， 선진 외국 

과는 政府組織體系가 크게 다른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교통규제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제 

약받고 있는 실청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治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고도로 기술적인 

交通規制의 일차적 권한을 관장하고 있고， 관련 부서간의 조청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기 때문이다. 

碩土課程의 學生들에게 交通規制의 합리 적 體系를 교육시 키기 위 해서 는 먼저 우리 나라의 

교통규제수준을 이해시키고，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영국， 미국， 日本等의 규제체계를 소개 

시킨다. 그리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공학 및 계획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중요사 

항을 실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規制案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수요목 

을 착성한다. 

3. 강의의 틀 

강의의 진행은 차량교통의 말달에 따른 交通規制개념의 발달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우 교통수단기술뿐만아니라 교통규제개념의 발달과정이 외국과 비교할 때 文化·

짧u度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보다 크게 앞섰다고 판 

단되는 교통규제체계를 美國， 英國， 그리고 日本을 사례로 하여 중요과제별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로한다. 

한현 교통규제 를 위한 문제의 파악능력 을 위 해서 交通I學 및 計劃분야의 기 초지 식 으로 

서 도로상 충돌의 분석 및 사고조사방법과 기술， 그리고 운전자의 교통심리학적 행태분석 

빛 인간공학적 요소에 관해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나아가서는 운전자， 자동차， 도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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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운수조직， 교통사고관리 등의 각 분야에 걸쳐 公共規制의 상황을 美國， 英國， 日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아울러 규제측면에서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통규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이흔적 지 

식과 또 경험지식에 입각하여 모색하고 논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강의의 체 

계를 구성한다. 

n. 講훌훌훌目 

제 1 강 :강의 계획 

1. 차량교통의 추이와 전망 

2. 교통사고피해의 추이와 특성 

가. 미국의 경우 

나. 영국의 경우 

다. 일본의 경우 

라. 한국의 경우 

3. 현대사회와 교통안전 

〈참고문헌〉 

임강원 (1984) 

金鴻禮(1988)

Jacobs and Ifards(1978) 

제 2 강 : 도로상충돌의 분석과 사고조사(1) 

1. 물체의 운동법칙 

2. 제동과 마끌립 

가. 제동과정 

나. 마끌렴표시와 마찰계수 

다. 제동거리와 속도 

라. 미끌립표시에 의한 속도추정 

3. 비정상적 미끌럽 

가. 노견상의 미끌렴 

냐. 미끌립 추략 

다. 견인차량 

라. 자동차 수막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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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Collins and MorrÎs (I974) , Chs. 1"-'3. 

제 3 강 : 도로상충돌의 분석 과 사고조사(JI) 

1. 자동차의 충돌 

가. 충돌분석 

나. 도로상 충돌 

다. 운동량과 에너지 

라. 다중충돌 

2. 충돌차량의 조사 

3. 특별과제 

가. 기계적 결함 

나. 화재 

다. 충돌펴해 

라. 타이어결함 

4. 조사장비와 기술， 구조 

〈참고문헌〉 

Collins and Morris(I974), Chs. 4"-'7. 

제 4 강 : 교통안전의 체계론적 접근 

1. 도로교통체계 

가. 미시적 접근 

나. 거시척 첩근 

2. 교통사고와 안전 

가. 기술적 위험률 

나. 체계론적 안전의 개념 

다. 사고위험률의 허용수준 

3. 교통사고 피해의 계량적 측정 

4. 교통안전의 접 근방법 

〈참고문헌〉 

Horodniceanu and Cantil1i(I979) , Ch. 1. 

Irwin (I 985) , Ch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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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강 : 교톨규제의 발달 

1. 자동차의 사용과 법적 문제 

2. 교통규제의 목적， 필요성 

3. 도로교통법 령 의 발달 

4. 교통안전정책의 발달 

가. 美國의 경우 

나. 英國의 경우 

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고문현〉 

Fisher and Reeder (1974) , Chs. 1-3. 

Irwin(1985) , Chs. 3-5. 

Davies (1969) 

제 6 강 :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행정체계 

1. 도로계획 • 건설 • 관리행청 

2. 도로의 표지 및 신호관제 

3. 자동차 관리행정 

4. 운전자 관리행정 

5. 교통사고의 조사， 통계 , 보험 

6. 운수사업의 지도 • 관리행정 

〈창고문헌〉 

건설부， r도시관계법령접」 

교통신보사， r自動車法典J (1988).

姜英一(1985).

제 7 강:운전면허제 

1. 운전면허제의 의의 

2. 운전면허의 분류 

3. 운전면허시험과 시험관의 자격 

4. 운전적성검사 

5. 영엽(및 전업) 운전자의 자격 

6. 운전조업시간 

7. 운전자기 록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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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교습소와 강사 

〈참고문헌〉 

Duckworth (I 983) , Chs. 4"-'6, 13"-'15. 

Fisher and Reeder (1974) , Ch. 17. 

「自動車法典」

尹鴻燮(1987) ， Chs. 4"-'5. 

Waller (I 973) 

제 8 강 : 도로교통규제의 방법과 대상 

1. 교통규제의 방법 

가. 경제적 

나. 행정적 

다. 민사적 

라. 형사적 

2. 교통규제의 대상 

가. 운전자의 자격 

나. 이용차량 

다. 운수사엽체 

라. 도로이 용방법 과 주차 

3. 통행규제의 적용지역 

가. 일반도로 

냐. 뒷골목 

다. 고속도로 

라. 공사중인 도로구간 

마. 私 道

바. 기 타 

〈참고문헨〉 

Fisher and Reeder (1974) , Ch. 9. 

제 9 강 : 자동차의 기준과 사용 

1. 자동차의 분류와 보안기준 

2. 뼈重制限 

3.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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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의 검사와 정비관리 

5. 자동차의 등록 

6. 타이어 

7. 번호판과 랭프 

〈참고문헌〉 

Fisher and Reeder (1974) 

Duckworth(l983) , Chs. 2, 3, 6, 7, 8, 16, 20. 

「自動車法典」

제10강 : 도로통행규제 

1. 통행권과 위반 

가. 정지와 양보 

나. 좌회전 위반 

다. 보행자 통행권 

라. 긴급차량 

마. 특수한 통행권의 상황 

2. 속도규제 

3.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운전 

4. 주차 및 청차 

〈참고문현〉 

Fisher and Reeder (1974), Chs. 12""14, 18. 

「自動車法典」

Brandreth (1977) 

쩌111강 : 도로피통규제의 타당성 

1. 도로교통규제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인간적 요소 

가. 인간적 특성과 행동의 고려 

나. 운전습관의 고려 

다. 합리적 기준의 설청 

라. 바현실적 법령의 폐해 

마. 시행과 단속 

2: 도로교통규제의 타당성 
가. 7fU法으로서의 기 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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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권적 고려 

다. 관련 법령과의 싱충성 

라. 규제내용의 명료성 

마. 공공복리의 증진효과 

〈참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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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 and Reeder(1974) , Chs. 5, 7. 

쩌112강 : 도로교통안전에 있어서의 인적요소 

1. 교통행동의 심리학적 접근 

가. 주의력 

나. 운전자 청보처리 

다. 태 도 

2. 도로표시의 가시성과 판독성 

3. 운전적성의 명가와 예측 

4. 운전경력에 따른 기술， 판단력 및 정보습득 

5. 사고성 향과 사후교육 및 재 교육의 효과 

6. 법령체계에 의한 운전행태의 교정과 제어 효과 

〈참고문현〉 

Forbes (1972) , Chs. 5"-'7, 16. 

尹鴻樓(1987) ， Ch. 3. 

N짧tänen and Summala(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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