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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목적 및 관련법규

가. 작성목적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교통사고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나. 관련 근거

이 책에서 말하는 ‘교통사고통계’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말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

 연혁 및 공개

가. 연 혁

- 1976년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작성승인 (승인번호 : 제13202호)

- 1977년부터 ‘교통사고통계’ 책자 발간 (연 1회)

- 2014년 통계명칭 변경 : 교통사고 발생상황 →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

                         (2014.7.17. 통계청 고시 제2014-208호)

나. 공 개

- 책자 발간(1,000권), 책자 원본파일(PDF)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게재

 통계작성 과정

교통사고 접수 ⇒   교통사고 조사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각 항목별 정보 입력)

⇒
경찰청
(관리)

2016년도 교통사고통계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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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본서의 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자료 협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 세대별 및 남녀인구수 ：행정자치부

- 자동차등록현황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도로 현황 ：국토교통부

- 철길건널목현황 ：코레일

 용어의 정의

1. 교통사고

- 본래 의미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함(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 이 책에서의 교통사고통계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근거로 산출

  ※ 단, 다음의 사고는 통계에서 제외

    ◾ 도로 이외의 장소(주차장, 아파트단지 내, 학교 구내 등)에서 발생 사고

    ◾ 자살(상)이나, 확정적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사고

    ◾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차에 충돌하거나 역과되어 사상한 사고

    ◾ 벼랑붕괴, 도로함몰 ‧유실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차량에 의한 사고

    ◾ 그 밖에 교통사고통계로 집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2. 교통사고 인적피해 구분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인명피해에 따른 교통사고의 구분

- 대형사고 :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20명 이상인 사고

- 사망사고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중상사고 : 사망자 없이 중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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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사고 : 사망자, 중상자 없이 경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부상신고 사고 :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없이 부상신고자가 1명 이상인 사고

4. 사고 당사자 구분

- 제1당사자는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 중 과실이 큰 사람을 의미함

- 사고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제1당사자 이후의 당사자 순위는 사고 발생순서 

등 당해 사고와의 관련성 정도를 기준으로 함

5. 차종의 구분

- 차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

되는 것을 말함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를 

말함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호 규정에 의한 27종 중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19종의 건설기계(별표1호 1번～19번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등)를 말함

-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중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경운기를 말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6. 교통사고의 유형

- 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길가자자자리 구역 통행중 : 보행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고 있었을 때 발생한 사고

  ※ 길가장자리 구역 : 보행자의 통행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가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쪽의 길가장자리에 

설치된 길가장자리구역 보양의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도끝선 표시에 의해서 구획된 곳을 말함

- 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 추돌-주정차중 : 앞차가 신호대기중, 승객대기중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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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운전할 수 있는 상태)중 앞차의 후면부에 뒷차의 전면부가 충돌한 사고

- 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 등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전복․추락․충돌한 사고

   ◈ 주․정차차량 충돌(운전자부재) :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지 않은 노상주차중의 차량(물건으로 간주)과 

충돌한 것을 말하며, 운전자 이외의 차람만이 승차하고 있을 경우는 주․정차 차량에 해당하는 

사고

   ◈ 공작물 충돌 : 도로상 또는 도로와 밀접해서 설치되어 있는 불건에 차량이 충돌한 사고(전주, 

가로수, 표지, 건물, 담장, 교량, 교각, 분리대, 방호벽, 기타 공작물)

- 차대열차 사고 : 열차가 당사자로 된 건널목 사고 등

7. 도로의 종류

- 도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되며, 그 밖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됨

8. 도로형태

- 단일로-터널안 : 터널 내를 말하며, 입구의 도로부분을 포함하지 않음.

- 단일로-교량위 : 일반적인 교량과 고가차도(철도 또는 도로와의 교차하는 지점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한 입체시설물)을 말함

- 단일로-고가도로 위 : 기둥과 받침대 따위를 땅위에 높이 설치하고 그 위에 가설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 단일로-지하도로 내 :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포함)를 말하며 고가도로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단일로-기타 : 단일로 사고 중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교차로-교차로 내 :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

- 교차로-횡단보도 내 : 교차로에서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내 전체를 횡단

보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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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교차로 부근 : 교차로 측단에서 30m 이내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 주차장 :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주차장 :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철길건널목 :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 도로 등에 부속설치된 서비스구역(휴게소, 주유소 등) 주차구역 등과 같이 

상기 도로형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불명 : 불명시

9. 주, 야의 구별

- 주간 :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 야간 :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

10. 기상조건에 따른 구분

- 맑음 : 구름이 대략 80% 미만인 경우

- 흐림 : 구름이 대략 80% 이상인 경우 

- 비 : 비가 오고 있는 상태

- 안개 : 안개로 인해 시야가 200m 이내인 경우 

- 눈 : 눈, 진눈깨비, 우박이 오고 있는 상태 

11. 음주운전 관련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음주운전 통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

- 관계자의 증언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장시간 경과 등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측정불능)는 음주운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12. 어린이⋅노인교통사고의 정의

- 어린이 교통사고 : 13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 노  인 교통사고 : 65세 이상 노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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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의 정의

- 어린이보호구역 : 학교 앞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 노인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로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14. 증감률과 증가율：전년(2015년) 대비 계산된 수치를 의미함

15. 단위의 끝자리：반올림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값들의 합이 총계와 불일치 할 

수 있음

16. 운전면허 보유율

- 전체 인구중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운전면허 보유율(%) = 
운전면허소지자수총인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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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교통사고

구   분 사 고(건) 사 망(명) 부 상(명)

2016년 220,917 4,292 331,720

2015년 232,035 4,621 350,400

대 비(%) -11,118(-4.8) -329(-7.1) -18,680(-5.3)

    - ’16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 4.8%, 사망자 7.1,  부상자 5.3% 각각 

감소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2016년도 교통사고 세부 분석 요약

교통사고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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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3.6%(83만 ) 증가 (’15년 2,315만  → ’16년 2,398만 )

   ※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시 ’15년 2,475만  → ’16년 2,398만

(자동차 2,398만 , 건설기계 44만 , 농기계 114만 )

◦ 운 면허인구는 2.9%(89만명) 증가 (’15년 3,029만명 → ’16년 3,119만명)

  ◎ 1일 평균 교통사고 현황

    - 사고(건) : ’15년 635건 → ’16년  605건 (30건 감소)

    - 사망(명) : ’15년 12.7명 → ’16년  11.7명 (1.0명 감소)

    - 부상(명) : ’15년 960명 → ’16년  909명 (51명 감소)

  ◎ 차량 1만대당 및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차량 1만대당 사망자 : 1.7 (’15년 1.9명 → ’16년 1.7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  국 3.5 3.4 3.3 3.1 2.9 2.8 2.6 2.4 2.4 2.2 2.0 1.9 1.7

OECD 평균 1.7 1.6 1.5 1.4 1.3 1.2 1.1 1.2 1.1 1.4 1.1 - -

※ 건설기계, 농기계 등 포함 차량 수 총 2,558만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9.1명 (’15년 9.1명 → ’16년 8.5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  국 13.6 13.2 13.0 12.7 12.1 12.0 11.3 10.7 10.8 10.1 9.4 9.1 8.5

OECD 평균 9.4 9.1 9.3 9.1 8.2 7.5 7.0 6.8 6.5 5.5 - - -

※ 2016년 12월 기  총인구(추계인구) : 50,801,405명

교통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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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분석2

  ◎ 월 별 (’16년 월평균 357명, ’15년 월평균 385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4,292 336 292 310 353 347 321 358 336 375 440 416 408

2015년 4,621 381 296 378 354 389 390 359 405 387 470 410 402

대 비 -329 -45 -4 -68 -1 -42 -69 -1 -69 -12 -30 6 6

(%) (-7.1) (-11.8) (-1.4) (-18.0) (-0.3) (-10.8) (-17.7) (-0.3) (-17.0) (-3.1) (-6.4) (1.5) (1.5)

   - 3․6․8․1월 순으로 감소

  ◎ 지방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4,292 345 182 158 154 85 89 70 550 207 220 239 418 294 340 501 360 80

’15년 4,621 372 194 157 142 95 88 93 596 272 241 237 413 310 417 511 390 93

증감 -329 -27 -12 1 12 -10 1 -23 -46 -65 -21 2 5 -16 -77 -10 -30 -13

(%) (-7.1) (-7.3) (-6.2) (0.6) (8.5) (-10.5) (1.1) (-24.7) (-7.7) (-23.9) (-8.7) (0.8) (1.2) (-5.2) (-18.5) (-2.0) (-7.7) (-14.0)

   - 울산․경기북부․전남청 순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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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일별

구  분 계 日 月 火 水 木 金 土

2016년
4,292 550 610 586 579 626 681 660

100% 12.8% 14.2% 13.7% 13.5% 14.6% 15.9% 15.4%

2015년
4,621 635 655 702 670 612 673 674

100% 13.7% 14.2% 15.2% 14.5% 13.2% 14.6% 14.6%

대비(%) -7.1 -13.4 -6.9 -16.5 -13.6 2.3 1.2 -2.1

    - 전년 대비 목․금요일 사망자 다소 증가

  ◎ 시간대별

구  분 계 00~02 02~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16년 
4,292 310 260 340 337 331 386 328 362 391 486 423 338

100% 7.2% 6.1% 7.9% 7.9% 7.7% 9.0% 7.6% 8.4% 9.1% 11.3% 9.9% 7.9%

’15년 
4,621 342 255 347 394 334 396 344 351 433 598 430 397

100% 7.4% 5.5% 7.5% 8.5% 7.2% 8.6% 7.4% 7.6% 9.4% 12.9% 9.3% 8.6%

대비(%) -7.1 -9.4 2.0 -2.0 -14.5 -0.9 -2.5 -4.7 3.1 -9.7 -18.7 -1.6 -14.9

    -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나, 02～04시와 14～16시 사망자는 다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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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유형별

구 분(명) 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
% % % %

2016년 4,292 1,662 38.7 1,766 41.1 864 20.1 0 0.0

2015년 4,621 1,764 38.7 1,934 41.1 922 20.0 1 0.0

대비(%) -7.1 -5.8 0.0 -8.7 -0.1 -6.3 0.5 -100 0

    - 모든 유형에서 사망자 감소

  ◎ 법규위반별

구 분 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  속
보행자

보호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기  타

2016년 4,292 338 352 194 178 2,953 277

2015년 4,621 412 382 166 171 3,165 325

대비(%) -7.1 -18.0 -7.9 16.9 4.1 -6.7 -14.8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68.8% 차지

    -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28명, 16.9%)하였고,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자도 다소 증가(7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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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용도별

구 분 계 사업용 비사업용 이륜 및 기타% % %

2016년 4,292 853 19.9 2,710 63.1 729 17.0

2015년 4,621 904 19.6 3,023 65.4 694 15.0

대비(%) -7.1 -5.6 1.5 -10.4 -3.5 5.0 13.3

    - 사업용 및 비사업용 사망자 모두 감소

  ◎ 차종별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농기계 기 타

2016년
4,292 2,117 283 952 428 186 73 253

100% 49.3% 6.6% 22.2% 10.0% 4.3% 4.3% 1.7%

2015년
4,621 2,329 363 996 401 215 65 252

100% 50.4% 7.9% 21.6% 8.7% 4.7% 4.7% 1.4%

대비(%) -7.1 -9.1 -2.5 -4.4 6.7 -13.5 12.3 0.4

- 원동기장치자전거 29명(13.5%) 감소 등 대부분의 차종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나, 

농기계와 이륜차는 각각 8명(12.3%), 27명(6.7%) 증가

- 차종별 사망자 점유율은 승용차(49.3%), 화물차(22.2%), 이륜차(10.0%) 



일러두기

13

  ◎ 도로 종류별

구  분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도)
기 타

2016년
4,292 273 723 1,003 2,089 204

100% 6.4% 16.8% 23.4% 48.7% 4.8%

2015년
4,621 241 860 1,075 2,234 211

100% 5.2% 18.6% 23.3% 48.3% 4.6%

대비(%) -7.1 13.3 -15.9 -6.7 -6.5 -3.3

- 고속도로 사망자가 32명(13.3%) 증가하였으나 이외 도로의 사망자는 모두 감소

- 지방도(시․군도) 사망자가 전체의 48.7% 차지

  ◎ 사고시 상태별

구  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 타

2016년
4,292 1,443 878 255 1,714 2

100% 33.6% 20.5% 5.9% 39.9% 0.0%

2015년
4,621 1,677 870 272 1,795 7

100% 36.3% 18.8% 5.9% 38.8% 0.2%

대비(%) -7.1 -14.0 0.9 -6.3 -4.5 -71.4

    - 대부분 유형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고, 이륜차 승차중 사망자는 다소 증가(8명,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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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 보행자 / 어린이 / 노인 / 대형교통사고

구분

음   주 보행자 어린이(13세 미만) 노  인(65세 이상) 대형사고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16년 19,769 481 34,423 49,235 1,714 49,725 11,264 71 14,215 35,761 1,732 38,413 64 91 1,294

’15년 24,399 583 42,880 51,759 1,795 52,297 12,191 65 15,034 36,053 1,814 38,582 75 81 1,643

대비
(%) -19.0 -17.5 -19.7 -4.9 -4.5 -4.9 -7.6 9.2 -5.4 -0.8 -4.5 -0.4 -14.7 12.3 -21.2

    - 음주․보행자․노인․대형사고 사망자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사망자는 6명  

(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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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현황1

시도
교통여건 교통사고현황

자동차(대) 인구수(명) 도로연장(km)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5,580,107 50,801,405 108,780 220,917 4,292 331,720

서울 3,577,671 9,834,687 8,266 40,039 348 55,669
부산 1,449,362 3,388,631 3,330 12,192 159 16,738
대구 1,284,173 2,449,667 2,802 13,098 164 18,779
인천 1,540,634 2,914,455 2,942 8,535 144 12,635
광주 689,914 1,517,142 1,844 7,354 85 11,966
대전 695,009 1,533,390 2,116 7,535 99 11,315
울산 626,430 1,146,818 2,088 4,496 81 6,740
세종 128,171 227,306 404 521 25 792
경기 5,717,994 12,519,009 13,207 51,013 780 78,504
강원 880,634 1,511,017 9,863 8,841 219 14,859
충북 949,628 1,566,690 6,870 9,392 231 15,144
충남 1,325,368 2,104,625 7,122 8,962 388 13,298
전북 1,110,869 1,800,149 8,402 7,850 284 12,261
전남 1,274,841 1,754,879 10,596 9,504 337 15,511
경북 1,824,706 2,642,636 13,184 14,629 495 22,367
경남 1,978,128 3,296,849 12,532 12,522 373 18,257
제주 526,575 593,455 3,211 4,434 80 6,885

주1) 자동차등록대수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자료(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주2) 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자료.                   주3) 도로연장거리는 국토교통부자료.

광역자치단체별 교통사고 현황2

  ◎ 자동차 1만대당

순위 시도 발생(건) 시도 사망(명) 시도 부상(명)
평균 - 86.4 - 1.7 - 129.7
1 세종 40.6 인천 0.9 세종 61.8
2 인천 55.4 서울 1.0 인천 82.0
3 경남 63.3 부산 1.1 경남 92.3
4 충남 67.6 광주 1.2 충남 100.3
5 전북 70.7 대구 1.3 울산 107.6
6 울산 71.8 울산 1.3 전북 110.4
7 전남 74.6 경기 1.4 부산 115.5
8 경북 80.2 대전 1.4 전남 121.7
9 부산 84.1 제주 1.5 경북 122.6
10 제주 84.2 경남 1.9 제주 130.8
11 경기 89.2 세종 2.0 경기 137.3
12 충북 98.9 충북 2.4 대구 146.2
13 강원 100.4 강원 2.5 서울 155.6
14 대구 102.0 전북 2.6 충북 159.5
15 광주 106.6 전남 2.6 대전 162.8
16 대전 108.4 경북 2.7 강원 168.7
17 서울 111.9 충남 2.9 광주 173.4

 자치단체별 교통여건 대비 교통사고 현황

주1) 자동차등록대수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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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만명당

순위 시도 발생(건) 시도 사망(명) 시도 부상(명)

평균 　 434.86 　 8.45 　 652.97

1 세종 229.21 서울 3.54 세종 348.43

2 인천 292.85 부산 4.69 인천 433.53

3 부산 359.79 인천 4.94 부산 493.95

4 경남 379.82 광주 5.60 경남 553.77

5 울산 392.04 경기 6.23 서울 566.05

6 서울 407.12 대전 6.46 울산 587.71

7 경기 407.48 대구 6.69 경기 627.08

8 충남 425.82 울산 7.06 충남 631.85

9 전북 436.08 세종 11.00 전북 681.11

10 광주 484.73 경남 11.31 대전 737.91

11 대전 491.39 제주 13.48 대구 766.59

12 대구 534.68 강원 14.49 광주 788.72

13 전남 541.58 충북 14.74 경북 846.39

14 경북 553.58 전북 15.78 전남 883.88

15 강원 585.10 충남 18.44 충북 966.62

16 충북 599.48 경북 18.73 강원 983.38

17 제주 747.15 전남 19.20 제주 1160.16

주1) 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자료.

  ◎ 도로 10km당

순위 시도 발생(건) 시도 사망(명) 시도 부상(명)

평균 　 20.31 　 0.39 　 30.49

1 강원 8.96 강원 0.22 경남 14.57

2 전남 8.97 제주 0.25 전북 14.59

3 전북 9.34 경남 0.30 전남 14.64

4 경남 9.99 전남 0.32 강원 15.06

5 경북 11.10 충북 0.34 경북 16.96

6 충남 12.58 전북 0.34 충남 18.67

7 세종 12.91 경북 0.38 세종 19.62

8 충북 13.67 울산 0.39 제주 21.44

9 제주 13.81 서울 0.42 충북 22.04

10 울산 21.53 광주 0.46 울산 32.28

11 인천 29.01 대전 0.47 인천 42.94

12 대전 35.62 부산 0.48 부산 50.26

13 부산 36.61 인천 0.49 대전 53.48

14 경기 38.63 충남 0.54 경기 59.44

15 광주 39.89 대구 0.59 광주 64.91

16 대구 46.75 경기 0.59 대구 67.02

17 서울 48.44 세종 0.62 서울 67.35

주1) 도로연장거리는 국토교통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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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현황3

  ◎ 전체 기초자치단체

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1 경북 울릉군 26.28 충남 계룡시 0.00 경북 울릉군 32.12

2 전남 보성군 31.55 울산 동구 0.22 인천 옹진군 48.67

3 인천 옹진군 32.17 경기 구리시 0.28 전남 보성군 52.76

4 인천 계양구 36.52 인천 계양구 0.35 인천 계양구 52.99

5 충남 계룡시 39.44 서울 강남구 0.46 인천 연수구 61.27

6 인천 연수구 42.86 충북 증평군 0.50 충남 계룡시 61.35

7 세종 세종시 43.08 인천 부평구 0.53 충남 부여군 64.70

8 전북 장수군 45.14 서울 구로구 0.57 경남 함안군 64.72

9 경남 함안군 45.18 서울 송파구 0.58 세종 세종시 65.48

10 인천 동구 45.77 부산 동구 0.60 울산 동구 69.79

11 전남 신안군 49.80 서울 강서구 0.61 전남 신안군 69.99

12 울산 동구 51.18 경기 의왕시 0.65 전북 고창군 72.43

13 충남 부여군 52.06 서울 중랑구 0.66 경남 진주시 74.33

14 전북 고창군 52.15 경기 하남시 0.67 전북 장수군 74.48

15 인천 강화군 52.68 부산 해운대구 0.69 인천 동구 75.85

16 경남 창원시 53.23 인천 중구 0.70 경남 창원시 76.03

17 경남 진주시 55.36 서울 양천구 0.71 인천 강화군 81.27

18 전남 진도군 56.59 부산 연제구 0.72 부산 연제구 82.35

19 충북 보은군 57.31 서울 노원구 0.76 전남 진도군 82.37

20 강원 양구군 57.52 서울 광진구 0.78 경북 예천군 83.11

21 경남 하동군 57.66 대전 서구 0.80 경남 하동군 83.67

22 부산 기장군 58.71 부산 동래구 0.81 인천 남구 86.09

23 인천 남구 59.43 서울 서초구 0.82 부산 기장군 88.82

24 충북 영동군 59.80 울산 북구 0.86 충북 영동군 89.03

25 경북 예천군 60.01 대구 달서구 0.87 경남 합천군 89.07

26 인천 중구 60.07 인천 남동구 0.90 경북 의성군 89.65

27 부산 연제구 62.74 서울 성북구 0.91 강원 양구군 89.92

28 충남 금산군 62.82 광주 북구 0.91 경남 거창군 90.92

29 충남 예산군 63.12 경기 광명시 0.94 경북 군위군 91.72

30 경북 청도군 63.17 부산 수영구 0.94 부산 북구 93.75

31 경남 합천군 64.13 서울 은평구 0.94 인천 부평구 94.00

32 인천 서구 64.78 경기 수원시 0.96 충북 보은군 94.16

33 인천 부평구 65.14 서울 도봉구 0.98 경북 울진군 94.85

34 경북 청송군 65.16 인천 연수구 1.01 충남 금산군 95.62

35 전남 완도군 65.30 경기 부천시 1.03 전북 무주군 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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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36 전북 완주군 65.96 경기 군포시 1.07 인천 서구 95.99

37 울산 북구 66.04 경기 의정부시 1.07 전북 남원시 96.56

38 경북 성주군 66.32 인천 남구 1.08 전남 완도군 96.63

39 경북 의성군 66.89 경기 성남시 1.09 경북 성주군 97.48

40 강원 화천군 66.89 광주 남구 1.09 대구 달성군 98.42

41 경기 연천군 67.52 부산 부산진구 1.10 충남 예산군 98.52

42 전북 무주군 67.80 대전 중구 1.11 경북 청도군 99.07

43 대구 달성군 67.94 서울 강동구 1.11 강원 화천군 99.95

44 경북 울진군 68.32 서울 마포구 1.12 울산 북구 100.77

45 전북 진안군 68.79 제주 제주시 1.12 경북 청송군 100.82

46 전북 임실군 68.89 울산 중구 1.13 경북 김천시 101.01

47 경기 군포시 68.96 부산 서구 1.14 서울 은평구 102.03

48 강원 철원군 69.03 서울 동대문구 1.15 충남 서산시 102.10

49 경남 거창군 69.38 부산 북구 1.15 부산 강서구 103.10

50 전북 남원시 69.60 부산 금정구 1.16 인천 남동구 103.35

51 인천 남동구 69.60 광주 서구 1.16 부산 남구 103.60

52 경북 군위군 69.68 경기 안양시 1.17 인천 중구 103.79

53 충남 서산시 70.13 경기 동두천시 1.18 서울 강서구 103.84

54 부산 북구 70.34 대구 중구 1.19 경남 고성군 103.88

55 충남 홍성군 71.27 대구 동구 1.20 충남 홍성군 103.95

56 경기 용인시 71.39 부산 남구 1.22 부산 해운대구 105.22

57 경남 의령군 71.52 경기 용인시 1.22 전남 고흥군 105.40

58 경북 김천시 71.52 대구 수성구 1.22 부산 영도구 107.06

59 전북 전주시 71.83 부산 영도구 1.23 경북 영양군 107.08

60 부산 강서구 72.96 인천 서구 1.23 경남 밀양시 107.66

61 부산 해운대구 73.06 부산 기장군 1.24 경기 군포시 107.90

62 경남 밀양시 73.17 경기 남양주시 1.25 경남 의령군 108.45

63 충북 옥천군 73.24 서울 성동구 1.25 강원 철원군 108.75

64 전남 곡성군 74.22 경기 김포시 1.25 전북 완주군 109.52

65 충북 단양군 74.46 대전 유성구 1.26 전북 임실군 109.99

66 경북 영양군 74.77 경기 안산시 1.27 충남 아산시 111.03

67 경기 화성시 75.10 경기 오산시 1.28 경기 연천군 112.54

68 서울 은평구 75.34 경남 창원시 1.28 경북 고령군 114.04

69 경남 산청군 75.66 서울 관악구 1.29 전북 전주시 114.66

70 충북 괴산군 75.93 서울 용산구 1.30 충북 옥천군 114.77

71 울산 울주군 75.95 경기 고양시 1.33 전북 순창군 114.87

72 강원 정선군 76.15 서울 영등포구 1.35 충남 천안시 116.08

73 경남 고성군 76.16 부산 사하구 1.36 서울 도봉구 116.82

74 전남 고흥군 76.43 울산 남구 1.37 충남 당진시 117.12

75 전북 순창군 76.58 경기 화성시 1.38 서울 금천구 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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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76 전남 함평군 76.86 전북 진안군 1.38 충북 괴산군 117.45

77 경북 봉화군 77.54 부산 사상구 1.38 경기 안양시 118.28

78 부산 남구 77.96 대구 북구 1.39 경기 파주시 118.87

79 전남 영광군 78.37 대구 서구 1.40 부산 사하구 118.88

80 경기 파주시 78.62 서울 서대문구 1.41 경남 산청군 120.39

81 충남 당진시 78.65 서울 종로구 1.43 경남 양산시 120.96

82 서울 강서구 78.74 경남 양산시 1.44 경남 김해시 121.06

83 충남 아산시 79.13 경북 울릉군 1.46 충북 단양군 122.00

84 전남 화순군 79.20 서울 강북구 1.52 부산 수영구 122.44

85 충남 천안시 79.35 서울 금천구 1.55 서울 양천구 122.50

86 경기 광주시 80.34 경기 시흥시 1.56 울산 남구 122.50

87 경기 구리시 80.44 경기 양주시 1.56 경기 용인시 123.10

88 제주 제주시 81.01 서울 동작구 1.59 울산 울주군 123.17

89 강원 고성군 81.02 대구 남구 1.60 제주 제주시 123.22

90 경남 김해시 81.20 전남 목포시 1.61 경기 화성시 123.29

91 전남 장성군 81.38 인천 동구 1.63 경남 함양군 123.31

92 강원 영월군 81.74 광주 광산구 1.64 경기 구리시 123.50

93 경남 양산시 81.90 전북 전주시 1.65 경기 광주시 124.10

94 경기 안양시 82.38 경남 김해시 1.65 대구 수성구 126.65

95 경기 여주시 82.45 강원 춘천시 1.67 서울 광진구 126.81

96 서울 금천구 82.75 경기 파주시 1.67 경북 상주시 126.93

97 충남 논산시 82.83 경남 진주시 1.73 부산 금정구 127.84

98 부산 영도구 83.98 경북 포항시 1.78 울산 중구 127.84

99 울산 중구 84.47 충북 청주시 1.78 서울 강동구 127.98

100 부산 사하구 84.55 경북 영주시 1.78 서울 성동구 128.46

101 서울 도봉구 84.89 경남 사천시 1.84 전북 진안군 128.65

102 울산 남구 84.97 경북 구미시 1.85 경기 광명시 128.89

103 경기 의왕시 85.09 전남 광양시 1.85 서울 관악구 129.02

104 경기 양평군 85.88 강원 강릉시 1.90 전남 장성군 129.27

105 경기 오산시 86.04 부산 중구 1.91 서울 노원구 129.61

106 전남 영암군 86.08 대전 동구 1.93 경기 동두천시 129.72

107 경기 포천시 86.50 전남 보성군 1.93 전남 화순군 129.90

108 경북 고령군 86.54 전북 군산시 1.94 경남 거제시 130.33

109 경북 상주시 86.95 경기 연천군 1.96 경북 봉화군 131.61

110 경기 남양주시 87.57 강원 동해시 1.97 충남 논산시 131.83

111 전남 구례군 88.01 광주 동구 1.98 경기 오산시 131.93

112 전남 광양시 88.23 경남 통영시 2.00 경기 고양시 132.02

113 경기 광명시 88.31 충남 천안시 2.01 충남 청양군 132.55

114 충남 공주시 88.67 경기 이천시 2.02 경기 의왕시 132.56

115 경남 함양군 88.67 경북 경산시 2.05 전북 익산시 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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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116 대구 수성구 88.83 세종 세종시 2.07 강원 고성군 132.97

117 서울 양천구 88.95 경남 거제시 2.10 부산 부산진구 133.21

118 부산 금정구 89.01 경기 과천시 2.14 경기 부천시 133.64

119 광주 남구 89.55 부산 강서구 2.16 경남 창녕군 134.20

120 서울 노원구 89.78 강원 원주시 2.17 대구 동구 134.25

121 전남 무안군 89.90 경기 안성시 2.19 충남 태안군 134.36

122 경기 고양시 89.91 전남 여수시 2.24 경기 여주시 134.84

123 경남 창녕군 90.21 경기 평택시 2.24 경기 하남시 135.49

124 경남 거제시 90.26 강원 태백시 2.26 충남 공주시 135.77

125 충남 태안군 90.38 대구 달성군 2.30 전남 영광군 136.01

126 서울 광진구 90.39 전북 익산시 2.32 서울 구로구 136.32

127 경기 하남시 90.40 경북 울진군 2.32 광주 남구 136.46

128 경기 이천시 90.53 충남 아산시 2.39 경북 구미시 138.52

129 충남 청양군 90.59 전남 순천시 2.40 부산 동구 138.76

130 충남 보령시 90.65 충북 옥천군 2.54 충남 보령시 139.19

131 부산 수영구 91.19 서울 중구 2.56 경기 김포시 139.36

132 전남 담양군 91.21 전남 화순군 2.56 강원 영월군 140.25

133 경기 김포시 91.38 경기 광주시 2.60 부산 동래구 141.12

134 전북 익산시 91.42 전남 나주시 2.67 경북 경산시 141.83

135 충북 음성군 91.47 경남 밀양시 2.70 경기 남양주시 142.04

136 서울 성동구 91.62 경기 여주시 2.72 강원 홍천군 142.22

137 경북 구미시 92.01 경기 양평군 2.74 경기 이천시 142.26

138 경기 동두천시 92.12 울산 울주군 2.78 경기 의정부시 142.30

139 대구 동구 92.21 충북 진천군 2.79 경기 포천시 142.99

140 전남 해남군 92.38 전북 무주군 2.80 부산 사상구 143.45

141 강원 강릉시 92.82 경북 김천시 2.91 강원 강릉시 144.42

142 경남 남해군 92.88 충남 당진시 2.92 대전 대덕구 145.10

143 강원 양양군 93.10 충북 제천시 2.97 경기 양평군 145.25

144 서울 강동구 93.26 충남 서산시 2.99 전남 광양시 145.31

145 강원 홍천군 93.96 대전 대덕구 3.05 전남 구례군 145.46

146 강원 평창군 94.45 강원 철원군 3.08 경북 영주시 146.45

147 전북 군산시 94.47 경북 칠곡군 3.13 전남 여수시 146.97

148 전남 여수시 94.82 경기 포천시 3.14 전북 군산시 147.06

149 서울 관악구 95.86 경남 거창군 3.15 서울 성북구 147.57

150 경기 부천시 95.93 경남 함양군 3.23 경남 남해군 147.68

151 경기 안성시 96.11 충남 홍성군 3.30 충북 진천군 148.11

152 서울 구로구 96.30 경남 산청군 3.33 서울 중랑구 148.80

153 경남 사천시 97.07 전남 진도군 3.36 전남 순천시 149.10

154 경기 의정부시 97.17 제주 서귀포시 3.41 경기 수원시 149.80

155 경기 과천시 97.29 강원 속초시 3.41 전남 함평군 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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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156 강원 횡성군 97.36 경북 영천시 3.52 강원 정선군 150.47

157 부산 사상구 98.35 경북 봉화군 3.57 서울 송파구 151.07

158 전북 김제시 98.74 강원 홍천군 3.59 대구 달서구 151.43

159 전남 순천시 98.97 충남 금산군 3.61 전남 영암군 153.86

160 강원 인제군 98.99 경북 고령군 3.64 충북 음성군 154.17

161 경북 영주시 99.25 전남 영광군 3.66 대구 북구 154.18

162 경북 경산시 99.77 경남 함안군 3.66 경기 양주시 154.54

163 전북 정읍시 99.90 전남 구례군 3.67 전남 해남군 156.59

164 충북 진천군 100.68 전북 장수군 3.76 경기 성남시 157.45

165 전남 나주시 101.30 인천 강화군 3.76 전북 정읍시 157.46

166 부산 부산진구 101.59 충북 충주시 3.78 서울 서대문구 157.63

167 경북 칠곡군 101.68 전북 정읍시 3.80 경북 포항시 157.65

168 경북 포항시 101.94 강원 인제군 3.81 경남 사천시 158.60

169 강원 태백시 102.46 전남 무안군 3.83 경기 안성시 159.51

170 경기 수원시 102.49 경북 상주시 3.86 전남 곡성군 159.68

171 경북 영천시 102.62 경북 경주시 3.87 전북 김제시 159.89

172 광주 광산구 103.92 전남 곡성군 3.94 대전 동구 160.02

173 경기 양주시 104.20 강원 영월군 4.02 대전 서구 161.69

174 전북 부안군 104.28 강원 양구군 4.05 전남 장흥군 162.30

175 대전 대덕구 104.30 전남 강진군 4.07 전남 무안군 162.45

176 경기 성남시 104.30 충북 영동군 4.08 경기 시흥시 164.12

177 부산 동구 105.53 충북 보은군 4.09 경기 과천시 165.43

178 부산 동래구 106.44 경남 의령군 4.10 전남 담양군 165.46

179 대구 북구 106.52 강원 정선군 4.10 강원 동해시 165.59

180 강원 동해시 107.04 충남 공주시 4.11 부산 중구 166.39

181 대구 달서구 107.24 경북 안동시 4.18 경북 영천시 167.47

182 경기 시흥시 107.51 충남 보령시 4.28 경북 칠곡군 169.25

183 서울 송파구 107.65 강원 고성군 4.33 서울 강북구 169.82

184 전남 장흥군 107.75 충북 음성군 4.36 서울 동작구 169.97

185 대전 서구 108.21 경북 문경시 4.40 광주 광산구 170.97

186 대전 유성구 108.89 강원 양양군 4.43 대구 서구 174.09

187 대전 동구 109.48 전남 신안군 4.49 부산 서구 174.09

188 광주 북구 110.44 강원 횡성군 4.55 강원 태백시 175.14

189 경북 문경시 112.49 전북 김제시 4.56 대전 유성구 175.30

190 서울 중랑구 112.52 경남 하동군 4.57 광주 북구 176.97

191 서울 성북구 113.37 강원 화천군 4.61 대구 남구 178.32

192 경북 영덕군 113.59 경북 영양군 4.62 서울 서초구 178.65

193 서울 서대문구 114.25 경남 남해군 4.64 대전 중구 179.83

194 경북 경주시 114.45 전남 영암군 4.67 경북 문경시 181.21

195 경북 안동시 116.47 전남 장성군 4.68 전남 나주시 1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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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충북 증평군 116.75 강원 삼척시 4.81 경북 경주시 182.38

197 광주 동구 117.46 전북 남원시 4.81 강원 인제군 183.29

198 서울 서초구 118.98 강원 평창군 4.85 경북 안동시 184.49

199 경기 평택시 119.18 충남 예산군 4.86 전북 부안군 185.55

200 충북 청주시 119.49 전북 완주군 4.90 광주 동구 185.85

201 제주 서귀포시 119.51 전남 완도군 4.91 경남 통영시 185.99

202 충남 서천군 119.96 경북 청송군 4.92 강원 양양군 188.09

203 대전 중구 121.15 전남 고흥군 4.97 충북 청주시 189.18

204 경기 안산시 121.66 경남 합천군 4.99 경기 평택시 190.04

205 경남 통영시 122.77 경기 가평군 5.01 경기 안산시 191.05

206 서울 동작구 123.29 충남 논산시 5.06 서울 마포구 193.70

207 대구 서구 123.43 충북 단양군 5.15 제주 서귀포시 195.12

208 서울 강북구 124.18 전북 부안군 5.21 충북 증평군 197.78

209 광주 서구 124.24 전남 장흥군 5.37 강원 횡성군 198.50

210 충북 충주시 124.62 전남 담양군 5.43 전남 목포시 201.88

211 대구 남구 124.94 전북 고창군 5.50 충남 서천군 202.72

212 부산 중구 125.17 전남 해남군 5.54 전남 강진군 203.30

213 전남 강진군 125.59 인천 옹진군 5.77 충북 충주시 205.36

214 부산 서구 125.78 충북 괴산군 5.93 경북 영덕군 206.25

215 전남 목포시 125.82 경남 창녕군 5.96 서울 강남구 209.56

216 강원 춘천시 128.94 전남 함평군 5.98 강원 춘천시 209.88

217 충북 제천시 130.70 경북 의성군 6.11 광주 서구 210.18

218 강원 속초시 130.82 충남 서천군 6.20 서울 영등포구 213.24

219 서울 마포구 131.46 충남 태안군 6.48 강원 속초시 213.40

220 경기 가평군 132.65 경북 예천군 6.55 서울 동대문구 216.45

221 강원 삼척시 134.26 경북 청도군 6.56 경기 가평군 219.62

222 강원 원주시 146.18 전북 임실군 6.65 강원 평창군 220.99

223 서울 강남구 147.33 경북 성주군 6.66 서울 용산구 224.69

224 서울 영등포구 147.54 경남 고성군 6.69 충북 제천시 229.60

225 서울 용산구 155.08 충남 청양군 7.15 강원 삼척시 236.99

226 서울 동대문구 168.86 충남 부여군 7.30 강원 원주시 244.38

227 대구 중구 171.69 경북 영덕군 7.57 대구 중구 252.15

228 서울 중구 193.75 전북 순창군 7.78 서울 중구 258.13

229 서울 종로구 206.46 경북 군위군 10.72 서울 종로구 277.83

주1)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자료에 한함(농기계, 건설기계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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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 시(市)

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1 충남 계룡시 39.44 충남 계룡시 0.00 충남 계룡시 61.35

2 세종 세종시 43.08 경기 구리시 0.28 세종 세종시 65.48

3 경남 창원시 53.23 경기 의왕시 0.65 경남 진주시 74.33

4 경남 진주시 55.36 경기 하남시 0.67 경남 창원시 76.03

5 경기 군포시 68.96 경기 광명시 0.94 전북 남원시 96.56

6 전북 남원시 69.60 경기 수원시 0.96 경북 김천시 101.01

7 충남 서산시 70.13 경기 부천시 1.03 충남 서산시 102.10

8 경기 용인시 71.39 경기 군포시 1.07 경남 밀양시 107.66

9 경북 김천시 71.52 경기 의정부시 1.07 경기 군포시 107.90

10 전북 전주시 71.83 경기 성남시 1.09 충남 아산시 111.03

11 경남 밀양시 73.17 제주 제주시 1.12 전북 전주시 114.66

12 경기 화성시 75.10 경기 안양시 1.17 충남 천안시 116.08

13 경기 파주시 78.62 경기 동두천시 1.18 충남 당진시 117.12

14 충남 당진시 78.65 경기 용인시 1.22 경기 안양시 118.28

15 충남 아산시 79.13 경기 남양주시 1.25 경기 파주시 118.87

16 충남 천안시 79.35 경기 김포시 1.25 경남 양산시 120.96

17 경기 광주시 80.34 경기 안산시 1.27 경남 김해시 121.06

18 경기 구리시 80.44 경기 오산시 1.28 경기 용인시 123.10

19 제주 제주시 81.01 경남 창원시 1.28 제주 제주시 123.22

20 경남 김해시 81.20 경기 고양시 1.33 경기 화성시 123.29

21 경남 양산시 81.90 경기 화성시 1.38 경기 구리시 123.50

22 경기 안양시 82.38 경남 양산시 1.44 경기 광주시 124.10

23 경기 여주시 82.45 경기 시흥시 1.56 경북 상주시 126.93

24 충남 논산시 82.83 경기 양주시 1.56 경기 광명시 128.89

25 경기 의왕시 85.09 전남 목포시 1.61 경기 동두천시 129.72

26 경기 오산시 86.04 전북 전주시 1.65 경남 거제시 130.33

27 경기 포천시 86.50 경남 김해시 1.65 충남 논산시 131.83

28 경북 상주시 86.95 강원 춘천시 1.67 경기 오산시 131.93

29 경기 남양주시 87.57 경기 파주시 1.67 경기 고양시 132.02

30 전남 광양시 88.23 경남 진주시 1.73 경기 의왕시 132.56

31 경기 광명시 88.31 경북 포항시 1.78 전북 익산시 132.86

32 충남 공주시 88.67 충북 청주시 1.78 경기 부천시 133.64

33 경기 고양시 89.91 경북 영주시 1.78 경기 여주시 134.84

34 경남 거제시 90.26 경남 사천시 1.84 경기 하남시 135.49

35 경기 하남시 90.40 경북 구미시 1.85 충남 공주시 135.77

36 경기 이천시 90.53 전남 광양시 1.85 경북 구미시 138.52

37 충남 보령시 90.65 강원 강릉시 1.90 충남 보령시 139.19

38 경기 김포시 91.38 전북 군산시 1.94 경기 김포시 139.36

39 전북 익산시 91.42 강원 동해시 1.97 경북 경산시 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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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40 경북 구미시 92.01 경남 통영시 2.00 경기 남양주시 142.04

41 경기 동두천시 92.12 충남 천안시 2.01 경기 이천시 142.26

42 강원 강릉시 92.82 경기 이천시 2.02 경기 의정부시 142.30

43 전북 군산시 94.47 경북 경산시 2.05 경기 포천시 142.99

44 전남 여수시 94.82 세종 세종시 2.07 강원 강릉시 144.42

45 경기 부천시 95.93 경남 거제시 2.10 전남 광양시 145.31

46 경기 안성시 96.11 경기 과천시 2.14 경북 영주시 146.45

47 경남 사천시 97.07 강원 원주시 2.17 전남 여수시 146.97

48 경기 의정부시 97.17 경기 안성시 2.19 전북 군산시 147.06

49 경기 과천시 97.29 전남 여수시 2.24 전남 순천시 149.10

50 전북 김제시 98.74 경기 평택시 2.24 경기 수원시 149.80

51 전남 순천시 98.97 강원 태백시 2.26 경기 양주시 154.54

52 경북 영주시 99.25 전북 익산시 2.32 경기 성남시 157.45

53 경북 경산시 99.77 충남 아산시 2.39 전북 정읍시 157.46

54 전북 정읍시 99.90 전남 순천시 2.40 경북 포항시 157.65

55 전남 나주시 101.30 경기 광주시 2.60 경남 사천시 158.60

56 경북 포항시 101.94 전남 나주시 2.67 경기 안성시 159.51

57 강원 태백시 102.46 경남 밀양시 2.70 전북 김제시 159.89

58 경기 수원시 102.49 경기 여주시 2.72 경기 시흥시 164.12

59 경북 영천시 102.62 경북 김천시 2.91 경기 과천시 165.43

60 경기 양주시 104.20 충남 당진시 2.92 강원 동해시 165.59

61 경기 성남시 104.30 충북 제천시 2.97 경북 영천시 167.47

62 강원 동해시 107.04 충남 서산시 2.99 강원 태백시 175.14

63 경기 시흥시 107.51 경기 포천시 3.14 경북 문경시 181.21

64 경북 문경시 112.49 제주 서귀포시 3.41 전남 나주시 181.71

65 경북 경주시 114.45 강원 속초시 3.41 경북 경주시 182.38

66 경북 안동시 116.47 경북 영천시 3.52 경북 안동시 184.49

67 경기 평택시 119.18 충북 충주시 3.78 경남 통영시 185.99

68 충북 청주시 119.49 전북 정읍시 3.80 충북 청주시 189.18

69 제주 서귀포시 119.51 경북 상주시 3.86 경기 평택시 190.04

70 경기 안산시 121.66 경북 경주시 3.87 경기 안산시 191.05

71 경남 통영시 122.77 충남 공주시 4.11 제주 서귀포시 195.12

72 충북 충주시 124.62 경북 안동시 4.18 전남 목포시 201.88

73 전남 목포시 125.82 충남 보령시 4.28 충북 충주시 205.36

74 강원 춘천시 128.94 경북 문경시 4.40 강원 춘천시 209.88

75 충북 제천시 130.70 전북 김제시 4.56 강원 속초시 213.40

76 강원 속초시 130.82 강원 삼척시 4.81 충북 제천시 229.60

77 강원 삼척시 134.26 전북 남원시 4.81 강원 삼척시 236.99
78 강원 원주시 146.18 충남 논산시 5.06 강원 원주시 244.38

주1)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자료에 한함(농기계, 건설기계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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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 군(郡)

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1 경북 울릉군 26.28 충북 증평군 0.50 경북 울릉군 32.12

2 전남 보성군 31.55 부산 기장군 1.24 인천 옹진군 48.67

3 인천 옹진군 32.17 전북 진안군 1.38 전남 보성군 52.76

4 전북 장수군 45.14 경북 울릉군 1.46 충남 부여군 64.70

5 경남 함안군 45.18 전남 보성군 1.93 경남 함안군 64.72

6 전남 신안군 49.80 경기 연천군 1.96 전남 신안군 69.99

7 충남 부여군 52.06 대구 달성군 2.30 전북 고창군 72.43

8 전북 고창군 52.15 경북 울진군 2.32 전북 장수군 74.48

9 인천 강화군 52.68 충북 옥천군 2.54 인천 강화군 81.27

10 전남 진도군 56.59 전남 화순군 2.56 전남 진도군 82.37

11 충북 보은군 57.31 경기 양평군 2.74 경북 예천군 83.11

12 강원 양구군 57.52 울산 울주군 2.78 경남 하동군 83.67

13 경남 하동군 57.66 충북 진천군 2.79 부산 기장군 88.82

14 부산 기장군 58.71 전북 무주군 2.80 충북 영동군 89.03

15 충북 영동군 59.80 강원 철원군 3.08 경남 합천군 89.07

16 경북 예천군 60.01 경북 칠곡군 3.13 경북 의성군 89.65

17 충남 금산군 62.82 경남 거창군 3.15 강원 양구군 89.92

18 충남 예산군 63.12 경남 함양군 3.23 경남 거창군 90.92

19 경북 청도군 63.17 충남 홍성군 3.30 경북 군위군 91.72

20 경남 합천군 64.13 경남 산청군 3.33 충북 보은군 94.16

21 경북 청송군 65.16 전남 진도군 3.36 경북 울진군 94.85

22 전남 완도군 65.30 경북 봉화군 3.57 충남 금산군 95.62

23 전북 완주군 65.96 강원 홍천군 3.59 전북 무주군 95.76

24 경북 성주군 66.32 충남 금산군 3.61 전남 완도군 96.63

25 경북 의성군 66.89 경북 고령군 3.64 경북 성주군 97.48

26 강원 화천군 66.89 전남 영광군 3.66 대구 달성군 98.42

27 경기 연천군 67.52 경남 함안군 3.66 충남 예산군 98.52

28 전북 무주군 67.80 전남 구례군 3.67 경북 청도군 99.07

29 대구 달성군 67.94 전북 장수군 3.76 강원 화천군 99.95

30 경북 울진군 68.32 인천 강화군 3.76 경북 청송군 100.82

31 전북 진안군 68.79 강원 인제군 3.81 경남 고성군 103.88

32 전북 임실군 68.89 전남 무안군 3.83 충남 홍성군 103.95

33 강원 철원군 69.03 전남 곡성군 3.94 전남 고흥군 105.40

34 경남 거창군 69.38 강원 영월군 4.02 경북 영양군 107.08

35 경북 군위군 69.68 강원 양구군 4.05 경남 의령군 108.45

36 충남 홍성군 71.27 전남 강진군 4.07 강원 철원군 108.75

37 경남 의령군 71.52 충북 영동군 4.08 전북 완주군 109.52

38 충북 옥천군 73.24 충북 보은군 4.09 전북 임실군 109.99

39 전남 곡성군 74.22 경남 의령군 4.10 경기 연천군 112.54

40 충북 단양군 74.46 강원 정선군 4.10 경북 고령군 114.04

41 경북 영양군 74.77 강원 고성군 4.33 충북 옥천군 114.77
42 경남 산청군 75.66 충북 음성군 4.36 전북 순창군 1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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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43 충북 괴산군 75.93 강원 양양군 4.43 충북 괴산군 117.45

44 울산 울주군 75.95 전남 신안군 4.49 경남 산청군 120.39

45 강원 정선군 76.15 강원 횡성군 4.55 충북 단양군 122.00

46 경남 고성군 76.16 경남 하동군 4.57 울산 울주군 123.17

47 전남 고흥군 76.43 강원 화천군 4.61 경남 함양군 123.31

48 전북 순창군 76.58 경북 영양군 4.62 전북 진안군 128.65

49 전남 함평군 76.86 경남 남해군 4.64 전남 장성군 129.27

50 경북 봉화군 77.54 전남 영암군 4.67 전남 화순군 129.90

51 전남 영광군 78.37 전남 장성군 4.68 경북 봉화군 131.61

52 전남 화순군 79.20 강원 평창군 4.85 충남 청양군 132.55

53 강원 고성군 81.02 충남 예산군 4.86 강원 고성군 132.97

54 전남 장성군 81.38 전북 완주군 4.90 경남 창녕군 134.20

55 강원 영월군 81.74 전남 완도군 4.91 충남 태안군 134.36

56 경기 양평군 85.88 경북 청송군 4.92 전남 영광군 136.01

57 전남 영암군 86.08 전남 고흥군 4.97 강원 영월군 140.25

58 경북 고령군 86.54 경남 합천군 4.99 강원 홍천군 142.22

59 전남 구례군 88.01 경기 가평군 5.01 경기 양평군 145.25

60 경남 함양군 88.67 충북 단양군 5.15 전남 구례군 145.46

61 전남 무안군 89.90 전북 부안군 5.21 경남 남해군 147.68

62 경남 창녕군 90.21 전남 장흥군 5.37 충북 진천군 148.11

63 충남 태안군 90.38 전남 담양군 5.43 전남 함평군 150.03

64 충남 청양군 90.59 전북 고창군 5.50 강원 정선군 150.47

65 전남 담양군 91.21 전남 해남군 5.54 전남 영암군 153.86

66 충북 음성군 91.47 인천 옹진군 5.77 충북 음성군 154.17

67 전남 해남군 92.38 충북 괴산군 5.93 전남 해남군 156.59

68 경남 남해군 92.88 경남 창녕군 5.96 전남 곡성군 159.68

69 강원 양양군 93.10 전남 함평군 5.98 전남 장흥군 162.30

70 강원 홍천군 93.96 경북 의성군 6.11 전남 무안군 162.45

71 강원 평창군 94.45 충남 서천군 6.20 전남 담양군 165.46

72 강원 횡성군 97.36 충남 태안군 6.48 경북 칠곡군 169.25

73 강원 인제군 98.99 경북 예천군 6.55 강원 인제군 183.29

74 충북 진천군 100.68 경북 청도군 6.56 전북 부안군 185.55

75 경북 칠곡군 101.68 전북 임실군 6.65 강원 양양군 188.09

76 전북 부안군 104.28 경북 성주군 6.66 충북 증평군 197.78

77 전남 장흥군 107.75 경남 고성군 6.69 강원 횡성군 198.50

78 경북 영덕군 113.59 충남 청양군 7.15 충남 서천군 202.72

79 충북 증평군 116.75 충남 부여군 7.30 전남 강진군 203.30

80 충남 서천군 119.96 경북 영덕군 7.57 경북 영덕군 206.25

81 전남 강진군 125.59 전북 순창군 7.78 경기 가평군 219.62

82 경기 가평군 132.65 경북 군위군 10.72 강원 평창군 220.99

주1)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자료에 한함(농기계, 건설기계는 미포함)



일러두기

27

  ◎ 기초자치단체 구(區)

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1 인천 계양구 36.52 울산 동구 0.22 인천 계양구 52.99

2 인천 연수구 42.86 인천 계양구 0.35 인천 연수구 61.27

3 인천 동구 45.77 서울 강남구 0.46 울산 동구 69.79

4 울산 동구 51.18 인천 부평구 0.53 인천 동구 75.85

5 인천 남구 59.43 서울 구로구 0.57 부산 연제구 82.35

6 인천 중구 60.07 서울 송파구 0.58 인천 남구 86.09

7 부산 연제구 62.74 부산 동구 0.60 부산 북구 93.75

8 인천 서구 64.78 서울 강서구 0.61 인천 부평구 94.00

9 인천 부평구 65.14 서울 중랑구 0.66 인천 서구 95.99

10 울산 북구 66.04 부산 해운대구 0.69 울산 북구 100.77

11 인천 남동구 69.60 인천 중구 0.70 서울 은평구 102.03

12 부산 북구 70.34 서울 양천구 0.71 부산 강서구 103.10

13 부산 강서구 72.96 부산 연제구 0.72 인천 남동구 103.35

14 부산 해운대구 73.06 서울 노원구 0.76 부산 남구 103.60

15 서울 은평구 75.34 서울 광진구 0.78 인천 중구 103.79

16 부산 남구 77.96 대전 서구 0.80 서울 강서구 103.84

17 서울 강서구 78.74 부산 동래구 0.81 부산 해운대구 105.22

18 서울 금천구 82.75 서울 서초구 0.82 부산 영도구 107.06

19 부산 영도구 83.98 울산 북구 0.86 서울 도봉구 116.82

20 울산 중구 84.47 대구 달서구 0.87 서울 금천구 117.34

21 부산 사하구 84.55 인천 남동구 0.90 부산 사하구 118.88

22 서울 도봉구 84.89 서울 성북구 0.91 부산 수영구 122.44

23 울산 남구 84.97 광주 북구 0.91 서울 양천구 122.50

24 대구 수성구 88.83 부산 수영구 0.94 울산 남구 122.50

25 서울 양천구 88.95 서울 은평구 0.94 대구 수성구 126.65

26 부산 금정구 89.01 서울 도봉구 0.98 서울 광진구 126.81

27 광주 남구 89.55 인천 연수구 1.01 부산 금정구 127.84

28 서울 노원구 89.78 인천 남구 1.08 울산 중구 127.84

29 서울 광진구 90.39 광주 남구 1.09 서울 강동구 127.98

30 부산 수영구 91.19 부산 부산진구 1.10 서울 성동구 128.46

31 서울 성동구 91.62 대전 중구 1.11 서울 관악구 129.02

32 대구 동구 92.21 서울 강동구 1.11 서울 노원구 129.61

33 서울 강동구 93.26 서울 마포구 1.12 부산 부산진구 133.21

34 서울 관악구 95.86 울산 중구 1.13 대구 동구 134.25

35 서울 구로구 96.30 부산 서구 1.14 서울 구로구 136.32

36 부산 사상구 98.35 서울 동대문구 1.15 광주 남구 136.46

37 부산 부산진구 101.59 부산 북구 1.15 부산 동구 138.76

38 광주 광산구 103.92 부산 금정구 1.16 부산 동래구 141.12

39 대전 대덕구 104.30 광주 서구 1.16 부산 사상구 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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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고 사망 부상

시군구 건수(건) 시군구 사망(명) 시군구 부상(명)

40 부산 동구 105.53 대구 중구 1.19 대전 대덕구 145.10

41 부산 동래구 106.44 대구 동구 1.20 서울 성북구 147.57

42 대구 북구 106.52 부산 남구 1.22 서울 중랑구 148.80

43 대구 달서구 107.24 대구 수성구 1.22 서울 송파구 151.07

44 서울 송파구 107.65 부산 영도구 1.23 대구 달서구 151.43

45 대전 서구 108.21 인천 서구 1.23 대구 북구 154.18

46 대전 유성구 108.89 서울 성동구 1.25 서울 서대문구 157.63

47 대전 동구 109.48 대전 유성구 1.26 대전 동구 160.02

48 광주 북구 110.44 서울 관악구 1.29 대전 서구 161.69

49 서울 중랑구 112.52 서울 용산구 1.30 부산 중구 166.39

50 서울 성북구 113.37 서울 영등포구 1.35 서울 강북구 169.82

51 서울 서대문구 114.25 부산 사하구 1.36 서울 동작구 169.97

52 광주 동구 117.46 울산 남구 1.37 광주 광산구 170.97

53 서울 서초구 118.98 부산 사상구 1.38 대구 서구 174.09

54 대전 중구 121.15 대구 북구 1.39 부산 서구 174.09

55 서울 동작구 123.29 대구 서구 1.40 대전 유성구 175.30

56 대구 서구 123.43 서울 서대문구 1.41 광주 북구 176.97

57 서울 강북구 124.18 서울 종로구 1.43 대구 남구 178.32

58 광주 서구 124.24 서울 강북구 1.52 서울 서초구 178.65

59 대구 남구 124.94 서울 금천구 1.55 대전 중구 179.83

60 부산 중구 125.17 서울 동작구 1.59 광주 동구 185.85

61 부산 서구 125.78 대구 남구 1.60 서울 마포구 193.70

62 서울 마포구 131.46 인천 동구 1.63 서울 강남구 209.56

63 서울 강남구 147.33 광주 광산구 1.64 광주 서구 210.18

64 서울 영등포구 147.54 부산 중구 1.91 서울 영등포구 213.24

65 서울 용산구 155.08 대전 동구 1.93 서울 동대문구 216.45

66 서울 동대문구 168.86 광주 동구 1.98 서울 용산구 224.69

67 대구 중구 171.69 부산 강서구 2.16 대구 중구 252.15

68 서울 중구 193.75 서울 중구 2.56 서울 중구 258.13

69 서울 종로구 206.46 대전 대덕구 3.05 서울 종로구 277.83

주1)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자료에 한함(농기계, 건설기계는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