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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Zero란 무엇인가요?
Vision Zero는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평등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Vision Zero Network에 따르면, 미국의 도로에서 매년
40,000명(소도시 인구 수준)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Vision Zero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Vision Zero의 이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 사건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Vision Zero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전거 타기, 보행, 대중교통 이용, 휠체어 또는
스쿠터 등의 소형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
•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도로 제공
인근 도로의 운행 속도 및 교통 소음 감소
인근 상업 지구의 경제 개발 개선

Tacoma 시가 고려하고 있는 Vision Zero 솔루션이란 무엇입니까?
시 당국은 현재 203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 발생 건수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Vision Zero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운전, 보행, 자전거 타기, 롤러 스케이트
타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도로를 설계합니다.

•

제한 속도를 낮추고 주요 위치에 교통 카메라를 추가하며 인근의 교통 소음을 줄이는 조치와
같이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법규와 정책을 개정합니다.

•

모든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도록 운전자를 교육합니다.

•

공용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안전 문제와 진행 중인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모든 교통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Tacoma 시는 Vision Zero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2020년에 Tacoma 시의회 는 결의안 제
40559호를 통과시켜 Vision Zero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2년 여름까지
Vision Zero 실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Vision Zero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TACOMA 시에서는...
매년 거의

• 과거 교통사고 데이터와 형평성
지표를 검토하여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 과속이 교통사고의 인명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인지합니다.
•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통 안전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8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며 이는 일에
1명

5 꼴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10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중상
을 입습니다.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배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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