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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탈리아 국가 개관

면적 : 301.340 km²(남한 3배)

인구 : 6천여 만 명 (유럽연합에서 4번째)

1인당 GDP : 35,913$ (남한 32,775$)

형성 : 로마의 성립(BC 753년) ⇨ 로마 공화국(BC 509년) ⇨ 로

마제국(BC 27년 ∼ AD 5세기) ⇨ 중세 이탈리아 ⇨ 이탈리

아의 르네상스(14세기∼16세기) ⇨ 통일(1861년) ⇨ 현

공화국(1948년), 유럽연합 가입(1958년)

몇 가지 중요한 특징

- 서양문명의 뿌리인 그리스와 함께 서양 문명의 발상지 / 로마

Alphabet 성립, 이름표기 통일(JOHN F. KENNEDY)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 공화정을 탄생시킨 나라

* Ex) 카이사르 : 루비콘 강을 건너다,“주사위는 던져졌다”, 클레

오파트라와의 사랑,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카이사르 달력”,“브루투

스야 너마저도~”

- 로마 황제의 상징 “독수리”: 신성로마제국, 독일, 폴란드, 러시아,

나폴레옹,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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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비안 아우구스투스(AUGUSTUS, 존엄한 자) ⇨ 8월(August)

- 스파케티, 피자의 나라

- 명품 가죽 제품과 패션 의류

-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아름다운 나폴리 노래들 ‘오 솔레미오’

-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건설 모티브를 제공한 나라

II 국외연수 일정

1. 연수 참가자 : 총 21명

가. 인솔단 : 이상정 경찰대학장 등 3명

나. 치안정책과정 : 18명

강석훈, 김선우, 곽창용, 김선승, 김인홍, 신성철, 서동수, 송원

영, 양회선, 오인구, 이교동, 조장섭, 이선래, 이철수, 이유식, 이

용석, 황인덕, 라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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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탈리아 경찰 개관

1. 국립경찰

- 국가기관인 내무부 소속의 국가경찰, 국방부 소속의 군인경찰,

재무부 소속의 재무경찰이 있음

※ 교도경찰, 국가산림경찰 등 특별경찰도 존재

가. 국가경찰(Polizia di Stato)

- 내무부 소속의 경찰총국이 국가경찰 지휘 / 도시지역 관할

- 11만 여명의 경찰관과 8천여명의 민간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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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軍)경찰(Carabinieri)

- 국방부 소속 / 주로 농촌지역을 관할하였으나 점차 로마 등

도시지역에서도 국립경찰과 동일하게 활동

- 인력은 12만여명 / 국가경찰과동일한일반경찰기능수행

다.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

- 지휘권은 재무부장관에 있음 / 인력은 7만명

- 마약사범단속, 위조지폐 방지, 식품위생 감시, 불법재산도피 방지,

해안 및 국경통제, 국경 밀수입 방지 및 검문검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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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비교>

국가경찰 軍경찰 재무경찰

2. 자치경찰

- 이탈리아 헌법에 “국가의 권한은 지방의 행정경찰권을 제외하

고, 국가권한으로 법률, 공공질서, 공공안전의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 제117조 h항)”라고 규정

- ‘자치경찰법’에 자치경찰의 임무와 조직, 운영에 대하여 규정

-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을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 / 통상 市

(Comuni) 단위에 설치하여 주(州, Region), 도(道, Province) 단

위에도 설치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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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관방문 연수내용

1. 국립전문경찰학교

< 개 관 >

- 지하무덤(‘카타콤브’) 공원 인근, 기존 종교시설 개조 활용

- 학교장은 국장급으로 국가경찰기관 간 호선, 임기 3년

- 교도경찰(Polizia Penitenziaria)을 포함한 총 4개 국립경찰의 중

간간부가 6∼9개월간 합동 교육을 받음

- 합동교육을 통해 각 경찰기관간 이해도를 높이고 협동심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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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테러등과 공통과제에대해서 연구발표하는 등지식 공유

- 인근 대학과 연계된 공공안전학 석사과정도 개설 운영중

- 스페인,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파견(다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파견자는 없었음)

< 분위기 등 >

- 우리 경찰대학장이 ‘로마사’등을 언급하며 찬란한 역사적 전통

을 가진 이탈리아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극히 우호적인 분위

기 속에서 진행

- 재무경찰 소속 국장급 학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함 / 질문에 대

해 성의있게 답변 / 약 3시간 가량 방문행사 진행

- 우리 방문자에게 오찬까지 제공하며 서로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이해도를높임 / 우리측에서많은질문과관심표명이인상적

-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생을 파견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함

나. 로마경찰청

< 개 관 >

- 관공서 밀집지역 중심에 소재 / 6,000여명의 소속 경찰 지휘

- 로마 지역을 전부 관할 / 바티간 성당 등 주요 관광명소에 대한

테러에 대해 철저한 경비를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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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합동지령실, 상황실, 교통관제실 등 각종 첨단 전자 전기

시설은 우리나라보다 낙후

- 112지령실을 로마경찰청 소속으로 하되, 非경찰관이 신고를 접수하여

각 경찰기관별로 분배하여 처리토록 함

특히, 국가경찰과 군경찰의 관할과 권한이 동일함에 따라 3개 권역

으로 나누어 각각 우선 지령

- 총 37개 소속 경찰서에서는 09:00~20:00까지만 운영하고 야간에

는 10개 경찰서만 당직 개념으로 운영 / 순찰차는 로마경찰청

직속 지휘를 받아 예방순찰 및 신고사건 처리 담당(형사사건은

야간 10개 경찰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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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장관이 치안의 총 책임자로 규정됨에 따라, 로마경찰청장

도 관내 치안일반의 주재자로,‘치안위원회’를 통하여 각 경찰기

관간 협력 조정기능을 수행

다른 경찰기관(자치경찰 포함)의 활동을 기속하는 일반적 지침을 발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시위 등 합동 작전이 필요한 경우 동원인원,

근무 장소, 임무 부여 등 구체적 지휘까지 하도록 함

< 분위기 등 >

- 청사 내에서는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됨 / 국장급이 직접 브리

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 브리핑 후 경찰청 마당에서 테러, 폭발물 대비 경찰견 및 첨단

스케닝 장비까지 동원한 모의 시범을 보임

- 대규모 시위 및 테러 대비 등을 총괄 조정하는 로마경찰청(장)

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강조 / 약 3시간 가량 진행

- 우리 측에서 ‘여러 경찰기관간 조정, 그리고 협력은 어떻게 하는가’

등 수준높은 질문으로 로마경찰청으로부터 호평을 받음

다. 피렌체 자치경찰단

< 개 관 >

- 총 800여명의 자치경찰관이 소속되어 피렌체 기초치안 담당

* 40%가 여성 경찰관 / 체력 기준 등 선발조건은 남자 경찰관과 동일

/ 담당 업무도 구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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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단장 : 국가 시험 ⇨ 인사위원회 중간 선발 ⇨ 2명 중

1명을 시장이 최종 임명 / 단장 임기는 5년

- 7개 파출소, 88개 이동경찰서 운영, 시민들 편의 도모

- 각종 첨단 전자 전기 시설은 우리나라보다 낙후

- 국립경찰과 엄격한 업무 분장 / 주요사건은 국가경찰이 그 외 경미사

건은 자치경찰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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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지령실은 국가경찰이 관할, 신고 접수 및 기관별 분배 등 근무

자도 국가경찰관 신분

- 자치경찰 고유 사무 : ①교통안전(주차 단속 포함), ②소비자 안전(불량

식품, 짝퉁 단속), ③지역안전(건물 방치, 쓰레기 투척 등), ④도시안전

(낙서 단속, 무단 텐트 설치 등 단속)

* 6마리 말 순찰, 집회시위에 동원되지 않음 /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명

백한 의심이 있는 경우 신분증 검사 등 단속권한 있음

**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관할이 있음 (살인사건, 마약사건 등

일체)

- 국립경찰과 관할이 중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112 동시우선출동

한후상호협의또는관할검사의중재를 통하여 조정

* 관할지역에 40명의검사보가근무하고있으며필요한경우현장에출동

-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경찰과 매주 1회 실무 미팅 추진

< 분위기 등 >

- 주민밀착형 안전활동에 큰 감명

- 피렌체 관할 재무경찰 인원을 알고 있지 못하는 등 국립경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받음

-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 내에서 선발하거나 다른 지역 자치경

찰단장이 옮겨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어느 지역에서는

국가경찰 소속 간부가 자치경찰단장으로 임명되어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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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갈 수 없는데 왜 국가경찰은 자치

경찰로 오느냐’는 논리

- 노조의 영향도 강하다는 인상을 받음 / 약 3시간 가량 진행

- 우리측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하여 ‘국립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업

등’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에 자치경찰단 관계자들

을 깜짝 놀라게 함

* 특히 통역관의 오류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바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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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시사점 : 경찰기관간 협업

가. 개 요

- 국립경찰 기관이 다양하고 자치경찰의 뿌리도 깊으며, 국가경찰

과 군경찰의 지역 및 사건 관할이 동일한 점에 착안

- 우리나라에서 본격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

간 축적된 노하우로 경찰기관간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를 중점 살펴 봄

나. 주요 시사점

첫째, 4개의 국가경찰(국립경찰, 군경찰, 재무경찰, 교도경찰)이 선

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유기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공식 채널

(‘치안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었음

* 국립경찰과 군경찰이 동일 지역에서 일반 경찰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관할이 중첩, 특히 필요

- 치안 총괄 조정책임을 맡은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한 각급

국립경찰 기관장이‘치안위원회’를 통해

- 기관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일반적 또는 세부적인 집행

지침(Ordonance)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예) 112 긴급신고 출동 관할 조정(단 지역별 112신고 접수 및 기관별
분배권은 국립경찰이 보유) / 대규모 시위 및 테러 대비 세부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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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찰 전문화 학교' 운영을 통하여,

- 각 경찰 기관간 중간 간부 이상을 대상으로한 6~9개월간 합동 교육

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며,

- 테러 및 마피아 대책 등을 공동으로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분위기를 촉진

셋째, 국립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장 및 사건 관할을 명확히 하

고,

- 필요시 현장 동시 출동 등을 통하여 상호 다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함

* 국립경찰을 중심으로 한 각급 경찰기관 협의체에 자치경찰장

도 참여 / 자치경찰은 우리나라 특사경 임무(위생, 교통, 건

축 등)

- 피렌체시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매주 국립경찰과 자치경찰간 미

팅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

- 결론적으로 명확한 사무분장을 바탕으로 상호 분업과 협업을 동

시에 이루어 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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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관련 제언

가. 각 지역별 국립경찰과 자치경찰 조정 체널 법제화

나. 경찰청장,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조정권한 및 비상시 자치경

찰 지휘권한 부여

다. 경찰대학 또는 경찰인재개발원에 합동 교육 코스를 설치

라. 각종 특사경 등 자치경찰에 대한 각종 교육을 검찰 ⇨ 국립경

찰로 일원화

- 18 -

“The art of association then becomes, as I have said before, the

mother of action, studied and applied by all”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makes clear why capitalism and

democracy are so closely related. A healthy capitalist economy

is one in which there will be sufficient social capital in the

underlying society to permit businesses, corporations,

networks, and the like to be self-organizing. In default of this

self-organizing capability, the state can step in to promote key

firms and sectors, but markets almost always work more

efficiently when private actors are making the decisions. That

self-organizing proclivity is exactly what is necessary to make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works as well”

Francis Fukuyama,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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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 “이탈리아 주요 교통기관별
              교통정책과 시사점”,

발표 : 김인홍 >

  Ⅰ. 이탈리아의 주요 교통기관별 교통정책 ································ 

  Ⅱ. 분야별 교통운영 사례 ····························································· 

  Ⅲ. 시사점 ·························································································· 

  Ⅳ.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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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탈리아의 주요 교통기관별 교통정책

 ATAC(http://www.atac.roma.it)
○ 기관성격 : 로마시 교통정책 수립기관 (시 지분 100%)

※ Trambus의 상위기관으로서 Trambus 운영정책 수립 및 감독 역할 수행

○ 기본방향 : Management, Environm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 환경친화적 도시 교통정책 수립(교토의정서)

∙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심 차량진입 억제정책

○ 주요 교통정책

∙ 교통정책 추진방향 : 교통수요관리(TDM)를 통한 도심 환경 개선
- Pedestrian : 도심지 0.5㎢에 보행자와 전기차량만 진입(배기가스 0)

- LTZ(Limited Traffic Zone) : 도심지(5.5㎢)에 모든 차량의 진입금지

(대중교통 및 거주자 등 허가된 차량만 진입 가능)

- Rail Ring : 도심지(48.4㎢)에 전철망 건설, 도심은 배기가스 제한구역

- Green Belt : 도심지 154㎢ 지점에 환승센터를 이용, 대중교통으로 진입

∙ 대중교통정책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량 억제
- 대중교통현황 : 버스, Tram, 지하철

∙ 지능형교통체계 : 실시간신호제어,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등운영

○ 차량공유제(Car Sharing System)

∙ 목적 : LTZ 내에 대중교통으로 진입한 사람들의 이동수단제공

∙ 운영 : 회원가입후 차량사용 LTZ 진입 및 유료주차장 무료 주차

http://www.atac.rom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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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제센터(The Mobility Control Center)

∙ 역 할 : 시민의 안전 확보, 환경에 대한고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 센터는 2가지 제어수준(중앙 관리와 논리적 기능을 현장시스템)에
근거해서 개방적이고, 확정가능하고, 모듈화 가능한 구조로 설계됨

∙ 주요현장 시스템

- UTT :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통행속도생성

- AVM : 모든 버스를 실시간 추적하여 교통정보를 생성

- Electronic gates : LTZ 접근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 Photo R&V : 신호위반 차량 단속시스템으로 진행방향과 속도 검지

∙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 인터넷(www. atac. roma. it), 라디오, 콜 센터

- 가변정보판(VMS)

- 버스안의 스크린(Moby, from 2003)

- mobile system : mobile phone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from 2007)

UTT 시스템

Moby  Photo R&V mobile system Electronic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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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라스페치아·피사 및 피렌체의 교통현황

구분 현장사진 특징

버스

버스
다양한 형태
버스 운행

(순환, 콜, 2층)

전용차로

및

표지판

중앙전용차로운영

자세한 노선안내

트램과 공동운행

버스정보

시스템

버스에
BIS운영 중

주로 LED방식
안내기 운영

국내와 유사

트램

전차

및

차로전경

다양한 年式의
TRAM 운행

도로에 따라
일반차로와
분리/통합 운영

환승센터

주로 환승전철역에
환승센터 운영

여러 라인의
버스정차대
연속배치

신호기 설치

차량정지선과같은
위치(전방신호등)에
신호기설치

및우회전신호등
설치운영,

시인성증대를위한
백보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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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S(Azienda Nazionale Autonoma delle Strade)

○ 수행업무
- 도로 및 국영 고속도로 건설·관리, 일반 및 특별 유지      

        보수
- 도로 네트워크의 점진적인 개선
-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정보 제공
- 도로 및 고속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연구 등

○ 이탈리아 교통단속장비 운영현황 및 사고감소 효과
- 이탈리아 교통단속장비는 Autovelox라는 명칭으로 불림
- 도로제한 속도는 도시부 50km/h, 2차로 도로 90km/h,

주요도로110km/h, Motorwat/Freeway/Autostrade 는 130km/h
- 이동식, 고정식으로 설치되며 구간단속장비의 경우 Tutor로 

불리며(2005년 도입) 15~20km 구간에 설치되며 사고감소 효과는 
다음과 같음
약 2,500km 이상 도로구간에 설치된 구간단속장비는 평균속도 

15%감소, 최고속도 25% 감소 효과가 있음

구간단속장비 설치로 사망사고 51% 감소, 상해사고 27% 감소, 

사고 건수 19%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교통단속장비는 이탈리아 교통성에 성능을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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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승용차 제한속도

- 이탈리아의 교통범칙금(속도위반) 부과 기준

                              

교통단속 예고 고정식 단속장비  속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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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 및 운영수량

          

 

장비종류 수 량 비 고

계 8,060
Red light camera 1,410 신호위반
Speed camera 5,938 속도위반

Dual Red Light/Speed 120 신호위반/속도위반 
동시

Section Control 539 구간단속
Other 5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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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운영현황

Ⅱ  분야별 교통운영 사례
    

1. 지능형교통체계(ITS)

○ 고속도로 교통정보시스템(ATIS)

∙ 고속도로 교통정보제공 및 전자지불시스템 등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및 
도로선형 안내표시

터널입구 표지판 및 조명

    

역주행방지를 위한 
진입금지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이 
진행방향 양쪽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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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제공 전자지불시스템(ETCS)

○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정보 시스템

○ 주차정보시스템(PIS)

주차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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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Z(Limited Traffic Zone) 시스템

LTZ(도심 진입금지) 표지판 LTZ(도심 진입금지) 카메라

2. 교통신호운영

○ 교통운영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험운영중인 “전방

신호기” 및 신호등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 횡단버튼 설치

정지선 준수를 위한 신호등 위치조정 신호등 시인성 확보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자 작동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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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전용도로

○ 피사와 피렌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활성화 되어있음

피사의 자전거 전용도로 모습 피렌체의 자전거 전용도로 모습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피렌체의 경찰 자전거 순찰대

4. 보행자 보호시설

○ 횡단보도에 Light line을 설치하여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 도심지 보행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차량진입 차단용 석제 볼라

드를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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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설치된 Light line 차량진입 차단용 볼라드

우회전 전용 차량 신호등 존 30표지판

5. 교통단속 등 관련 업무처리

○ 자차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및 단속업무 등 수행

속도,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자단속 장비 교통단속용 차량

 

고유번호가 적힌 순찰차량 루프 모습 피렌체의 경찰서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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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승 이상의 버스 및 트럭에 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운행

기록계인데, 경찰이 불시에 점검하여 규정위반 시 처벌함

차량운행 관련 제반정보가 기록되는 운행기록계

Ⅲ  시사점
    

1. 교통전문기관 운영

○ 이탈리아의 경우 대중교통(버스, 전차, 지하철)의 운영을 민간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시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

며,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저해의 폐해를 최소화함

2. 교통정책분야

○ 이탈리아 교통정책의 핵심 방향은 도심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대

표됨. 도심의 교통시설 공급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도심의 차량진

입을 차단(감소)함으로써 도심교통 혼잡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교통정책의 핵심 방향은 역시 환경인데 교토의정서와 유럽연합

이 정한 환경기준 유로4 기준에 준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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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심의 교통수요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미세

먼지 농도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3. 대중교통분야

○ 이탈리아의 대중교통과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의 가장 큰 차이점

은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와 다양한 운영방식임

○ 특히, 전차의 경우 기존 도로시설에 레일과 전선을 설치하여

전차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함

으로써 단순 버스전용차로보다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 또한, 버스의 경우, 노선버스 외에도 일반인 콜버스, 장애인 전

용 콜버스, 관광버스, 테마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를 운영

하여 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 지하철의 경우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느낌을 받음

4. 지능형 교통체계

○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실시간신

호운영, 버스정보시스템(BIS), 주차정보시스템(PIS) 등이 운영

됨

○ 도심주변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여 도심내 진입수요를 관리. 이를

승용차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주차정보시스템(PIS)

을 도입하여 운영



- 14 -

Ⅳ  결언
    

○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앞선 단계인 교통정책, 교통계획단계에서 보다 정교하고 세

련된 기법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승용차 혹은 버스에 비하여 교통약자인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

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을 우선하여 펼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개

선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이 배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능형교통체계(ITS)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시스템이 보다 앞서 있었음

○ 구간단속장비의 긍정적 효과를 거울삼아구간 단속장비를

확대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교통체계, 교통안전시

설물 개선 및 우회전전용교통신호, 교차로전방교통신호

설치등선진국의교통신호체계나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추

진필요

○ 보행자 우선 통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보행자 횡단버튼,

보행자 공간 확대 등의 시설물 확대가필요하고, 이와병행하

여운전자와보행자의의식과교통문화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