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195-214
https://doi.org/10.18398/kjlgas.2020.34.4.195 pISSN: 1738-7779 eISSN: 2713-5438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 김지훈(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정준호(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
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
기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변동의 요인
을 고찰하였다. ‘윤창호법’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
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17, 18, 19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가
많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였으며, 대안채택을 통해서 법률
에 반영되는 건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윤창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거의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
여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일반 시민들이 정책선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다중흐름모형]

Ⅰ. 서론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바로 음
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자들에 대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해 증가
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낳고,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비용과 시간
*김지훈의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논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윤창호법’에 대한 연구)를
수정·발전시켰음
**주저자
***교신저자

Copyright
© 2020 byund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Commons
GovernmentAttribution
& Administration
Studies. This
is anwhich
Open permits
Access
article
distributed
the
terms
of
the
Creative
Non-Commercial
License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ty cited.

196「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을 아끼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
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이미 음주운전을 몇 번 해
봤는데 사고도 나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한두 잔 마신 것으로는 운전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등과 같은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시도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횟수와 음주운전 사고의 횟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9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총 295명의 사망자와 25,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0.8명의 사망자와 7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된 2007년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까지 총 12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동일 기간 동안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법률안들의 발의 및 발의된 법률안 중 실제로 법률로 제정된 현황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특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와 2019년 6월 25
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를 개정하여 완성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담은 법률, 소위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기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변동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정책 결정 모형 중 하나이며, 코
헨, 마치, 올슨(1972)의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형이다. 국내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
형을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합리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쓰레기
통 모형 등 다른 정책 모형들보다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여국희, 김종호 2014).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의제설정 과정은 ‘비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의제설정은 비합리적이면서도 예측하기 어렵게 이뤄지는데,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그 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정책문제의 흐름(Policy problem stream),
둘째는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셋째는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이다
(Kingdon 198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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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의 중요한 전제는 합리모형이 추구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현실 속의 정책과
정들이 거의 상호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흐름들이 서로 합류 또는 결합하게 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
지 인식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존재하며, 정치적 분위기가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져 정책으로 만들어질 가능
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정책의 창은 우연한 사건 또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점화계기의
역할을 할 때 열릴 가능성이 높다.1) 그러나 여론의 관심 부족, 정부의 유도불능, 문제에 대한 논
의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서 정책이 변동하기 이전에 정책의 창이 닫힐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의 창 개념은 정책변화가 왜,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준다는 의의가 있
다.
2. 선행연구 검토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원(2009)는 제1기에서 제2기까지의 4대 보
험의 통합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며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의 가정들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
한 정책대안은 그 자체로 정책문제의 해결에 적절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이 문제적
선호와 불분명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주도하며, 시간과 정보의 제약 때문에 소수의
해결책만 제시하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또는 당장 해결 가능한 대안을 먼저 선정하려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공식적 참여자가 비공식적인 참여자보다 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향식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여론이나
이익집단의 압력은 정책결정자의 정책 선택에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슈의 맥락보다는 정치적인 흐름과 주요 정책결정
자의 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 역량 등을 반영하는 정치체제의 맥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
다고 보았다.
여국희 등(2014)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4대악 정책이 탄생한 배경을 분석함
으로써 정책혁신 과정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정책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상
징적 사건의 발생과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의 구체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두 가지 요인들이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의 결합을 통해 나타난
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단계와 작동원리가 상징적인 사건과 행위주체
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교통안전교
육에서 요구되는 교육방법론, 음주운전자들과 비음주운전자들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는 사례, 음
주운전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과 대안을 논의한 사례,
1) 우연한 사건이란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고, 자연재해, 사회적 사건 등을 의미하며, 상징적 사건
에는 정권 교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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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의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한 유형 등이 있었다.
정철우(2010)은 음주운전 재발 및 억제효과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 안전교육의 효과
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재범까지 걸
리는 기간이 길어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
분은 면허정지가 면허취소보다 음주운전의 재범발생률 및 기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효과
가 크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수하지 않은 자보다 재범률은 낮
고 재범기간은 길었으며, 특히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자는 소양교육만 이수한 자보다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에 비
해 재범 발생률이 30% 더 높았고, 소양교육만 이수한 자보다 재범률이 10%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오훈(2013)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는 결과는 별개의 독립
된 행위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자유형이나 재산형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지원, 피해보상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받는 것
이 가해자의 재사회화와 재발방지에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정현미(2018)는 음주운전자의 자기조절능력과 자기조절이 음주운전의 습관화에 미치는 영향
을 증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음주운전자의 경우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행동억제 중심의 자기조절
능력과 목표추구 중심의 자기조절능력이 모두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음주
운전자의 예방 및 습관화 근절을 위해서는 자기조절능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운전자 스스로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기술의 부족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단계
적으로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음주운전 교육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태도 수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형(2018)은 음주횟수, 음주량, 계획적인 음주 등 음주행태도 음주운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운전을 하고자 하는 행동결심 시점도 음주운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음주운
전자와 비음주운전자들의 차이를 보면 음주운전자들이 비음주운전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섭취
하는 술의 양이나 횟수가 많았으며, 비교적 즉흥적으로 술자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은 술자리까지 차를 가져가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에 반해 비음주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방법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음주반
교육내용에는 음주운전자와 비음주운전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도로교통관계법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도로교통법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연구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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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윤창호법이 형성된 과정을 분석
한다. 먼저 ‘정책 문제의 흐름’으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2년간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
전 교통사고의 비율, 혈중알콜농도별 교통사고 통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OECD 회원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에 대해서 분석한다.
‘정치의 흐름’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3년간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회기
별로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그 외 도로교통관계법에 대해서 고찰하고, 발의된 법안 중 법률로 만
들어진 내용과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가 된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대안의 흐름’은 최근 12년간 변경된 음주운전 관련 법률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 기간에 실시된 정부의 음주운전 방지대책과 현재 존재하는 기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
아본다.
마지막으로 故윤창호씨가 당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정책의 창’을 열리게 한 계기로 보고,
‘윤창호법’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그의 친구들 그리고 해당 법안
을 발의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을 ‘정책선도자’로 본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만들어지
기까지 진행된 과정을 진행과정에 따라서 분석한다.
Ⅲ.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1. 윤창호법: 정책문제의 흐름

전체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12%대를 유지해 왔
다. 2014년도를 기점으로 약 10%대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9%대로 감소한 이후, 2019년
에는 6.8%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서 23% 가량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
전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건수와 사망자, 부상자수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망자는 사상 최초로 200명대로 진입하였으며, 부상자의 수도 2만 명대로 줄어든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
율 또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과 관련된 ‘표면적인’ 통
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그 감소율이 2019년에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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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현황(2007-2019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사망자(명)

6,166
5,870
5,838
5,503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음주운전
사고(건수)

28,416
26,873
28,207
28,641
28,461
29,093
26,589
24,043
24,399
19,769
19,517
19,381
15,708

음주 사망자
(명, 비율)

991(16.1)
969(16.5)
898(15.4)
781(14.2)
733(14.0)
815(15.1)
727(14.3)
592(12.4)
583(12.6)
481(11.2)
439(10.5)
346(9.1)
295(8.8)

전체
부상자(명)

335,906
338,962
361,875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350,400
331,720
322,829
323,037
341,712

음주사고
부상자(비율)

51,370(15.3)
48,497(14.3)
50,797(14.0)
51,364(14.6)
51,135(14.9)
52,345(15.2)
47,711(14.5)
42,772(12.6)
42,880(12.2)
34,423(10.4)
33,364(10.3)
32,952(10.2)
25,961(7.5)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통계분석시스템(TAAS)

그러나 개선된 지표 속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전혀 줄지 않았다. 2018년도의 한 보도자료에 따
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2회 이상 위반자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인원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2) <표 2>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자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2-3회 상습
음주운전자의 수가 급증하였다.3)
2) 한국일보(2018.09.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51598039047(검색일: 2020.07.2
5.)
3) 2019년 들어서 4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의 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2-3회 상습음주운전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습음주운전자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
속이 강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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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표 2>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 현황(2020.03.23. 기준)

1회
133,937
122,791
111,867
88,136
70,911

자료출처: 경찰청(국가통계관리시스템)

2회
63,018
57,666
51,130
40,648
96,624

3회
27,552
25,856
23,396
19,025
113,418

4회 이상
17,434
17,341
16,076
13,219
11,020

2019년 음주운전 1회 적발자는 전년 대비 19.5% 감소하였지만, 2회 적발자는 137%나 증가했
고, 3회 적발자는 무려 496%나 증가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통계와는 달리 상습음주운전자의
비율, 특히 3회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
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른 단속비율을 살펴본 결과
3.8%, 즉 수치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5번 음주운전을 해야 한 번 단속되는 것으로 드러나
기도 했는데, 음주운전자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건수가 11배나 높았으며,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명묘희, 2017: 140)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융합처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표 3>에서 보듯이 2019년
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약 7,031억 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비용인
13조 1,466억 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당 평균적인 사상자 비용은
약 3,399만 원으로 비음주운전교통사고의 평균 사상자 비용인 약 1,031만 원의 3.3배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2019에서 재구성). 이렇듯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4)
2018년 9월 25일5)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두
4)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공식통계인 경찰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5) 오전 02시 25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현행법상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의 만 27세 남성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승용자동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22살의 청년 윤창호씨와 친구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운전자
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공판에서 사고운
전자는 “운전을 하다 조수석의 동승자와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했던 것이 사고의 직접
적인 원인이었으며,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만큼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
해 피고인은 혀가 꼬인 채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는 점, 사고 장소까지 가는 중 중앙선 침범과
급가속 등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행태를 보였다.”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8년을 구형했
다. 2019년 2월 13일 1심 선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측
은 형이 너무 과하다, 반대로 검사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했다. 2019년 8월 22
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기존의 양형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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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새로운 정책적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표 3>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의 사상자 비용(2019년)

구 분 발생
건수
음주
(건)
유무

사망
자수
(명)

부상자수
(명)

중상

경상

부상
신고

교통사고 건당평균
사상자비용 사상자
(천 원) (천비용원)

합 계 1,228,129 3,781 1,935,008 91,985 639,999 1,203,024 13,146,587,119
음주운전 20,684 346 34,820 6,795 25,137 2,888 703,097,627
비음주운전 1,207,445 3,435 1,900,188 85,190 614,862 1,200,136 12,443,489,492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2019년)

10,705
33,992
10,306

2. 윤창호법: 정치의 흐름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가 되는 단골 법안 중 하나이다. 특히 제20대 국회부터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률안
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발의한 법안이 법률 개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8년, 음주운전 교통사
고를 유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무려 11년이 걸렸는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로 어떤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는지, 그리고 법률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 폐
기된 법률안과 통과된 법률안은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
스템’을 통해 법률안의 제안 시기와 내용, 그리고 제안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한 검색어는 각 국회 회기별로 ‘도로교통법 일부개
정법률안’이다.

1) 제17대 국회(2004-2008년)

제17대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률안은 총 48건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은 총 4건으로 전체 발의안의 8%를 차지하였으나 4건의 도로교통법 발의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결국 제17대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개정
및 신설은 없었으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서 17대 국회에서는 전
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심 형의 양형이 무겁거
나 가벼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01894(검색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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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대 국회(2008-2012년)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135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
된 법률안은 총 13건으로 전체의 약 10%에 해당한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중 장제원, 이은재,
박대해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대안으로 채택되어 총 2건이 법률로 만들어졌다.
<표 4>에서 보듯이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신설되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을 한 자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 적발시
부과하는 형벌의 하한선을 정하고, 반복 횟수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이 늘어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4> 제18대 국회의 발의되어 채택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일시 제안자
내 용
의결결과

2008.
11.14.
2010.
04.02.
2010.
04.06.

장제원
등 13인
이은재
등 15인
박대해
등 12인

음주측정거부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대안반영
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적발자가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고 하
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결과 첨 대안반영
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및 처벌의 하한
선을 포함한 가중처벌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라 벌칙기준을 구분하여 대안반영
적용

3) 제19대 국회(2012-2016년)

제19대 국회에서는 총 200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음주운
전과 관련된 법률안은 총 11건으로 전체의 약 5.5%에 해당하며, 제18대 국회와 비교하여 건수
가 다소 감소하였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 중에서는 <표 5>에 기술한 것과 같이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만이 대안으로 채택되어 법률로 만들어졌다.
<표 5> 제19대 국회의 발의되어 채택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일시 제안자
내 용
의결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2014. 이철우 포함하고 3회 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 대안반영
11.14. 등 10인 과하도록 하며, 면허가 없는 자에 대한 결격기
간 부여를 면허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2015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대량으로 발의하는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발
생하게 된다.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잊혀질 뻔했으나, 2015년 1월 19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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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본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히
이 사건에서 네티즌들이 피해자 부부의 사연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후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방송 내용 중 사고 피해자인 가난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달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안되었지
만 대부분 대안반영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제20대 국회(2016-2020년)

20대 국회에서는 총 287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회기가 거듭될수록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률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안은 총 25건으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발의된 법률안 중 약 8.7%에 해당한다.
<표 6> 제20대 국회의 발의되어 채택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안
일시 제안자
내 용
의결결과

2016.
10.19.
2016.
11.07.
2016.
11.18.
2017.
01.19.
2017.
03.08.
2017.
06.07.
2017.
07.26.
2017.
08.16.
2018.
01.02.
2018.
10.22.
2018.
11.07.

송기석
등 11인
장정숙
등 11인
유민봉
등 14인
김영호
등 10인
김성원
등 12인
송옥주
등 11인
주광덕
등 12인
황주홍
등 10인
박광온
등 11인
하태경
등 103인
인재근
등 11인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2년의 결격기간
을 부여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에 불응하여 면허가 취소가 된 자가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가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
거를 제시하고, 이동조치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
음주뺑소니 사고 결격기간 7년, 2회 이상 음주운전 결격기
간 4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결격기간 5년, 음주운
전 이진아웃제도의 도입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늘리고 음주운전
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강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
횟수에 따라 법정형 상향 및 2회 이상의 적발자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
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
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25%로 강화,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하고
결격기간과 법정형을 상향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로 하향하고 수치와 횟수에
따른 처벌을 강화
음주운전 취소의 기준을 낮추고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적발자와 측정거부자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대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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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까지 16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전의 회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었던 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정리한
것과 같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들 중 대안에 반영이 된 것은 11건
이었으며, 일부 법안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윤창호법’으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윤창호법’과 형태와 내용이 유사한 법률안들이 이전에
도 이미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었다.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의 경우, 혈중알
콜농도의 수치를 0.03%로 낮추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위와 같은 내
용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음주운전
을 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운전면허의 재취득에 대한 결격기간을 늘리는 내용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 이전의 법률안들은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한 채 주로 임
기만료로 폐기가 되었다. 이미 동일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과거에는 통과되지 못한 법률
안이 현재는 통과가 되었다면, 그때와는 다른 요인이 이번 법률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윤창호법: 정책대안의 흐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은 지속적으로 제안
되었으며, 제안된 정책대안 중 일부는 국회를 거쳐서 법률로 만들어졌다. 1990년도에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으며, 1999년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
로, 2009년에는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11년
도에는 혈중알콜농도와 단속이 된 횟수에 따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변했다(이기형,
2018).
2018년 12월 18일에 시행된 새로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리고 2019년 6월 25일자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되어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처벌규정이
완성되었다. 다음은 현재까지 이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과정이다.
<표 7>을 살펴보면 최근에 개정된 ‘윤창호법’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201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창호법’은 약 8년 만에 음주운
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이다. 또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에 적용이 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2007년 신설된 이후로 11년 만에 개정이 된 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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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법의 강화 연혁
시행일

기존
1990
1999

2007.12.21.
2009.10.02.
2011.12.09.
2014.12.30.
2015.08.11.6)
2018.09.28.7)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 사
망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신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자와 경찰의 음
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혈중알콜농도와 단속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 신설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의 하한선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
44조를 1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부칙에 따라 2012년 6월 1일 시행)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범위로 자치경찰공무원
을 제외시키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하여 3회 이상인 경
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한 경
우에 한하여 운전면허소지자와 동일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자전거 및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 삽입: 적발시 범칙
금 3만 원, 측정 거부시 범칙금 10만 원, 그 외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불가
이하 ‘윤창호법’의 개정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 강화: 사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
2019.06.25. 2년
로 강화

2018.12.18. 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6) 해당 법률은 형사처벌의 강화가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강화에 해당한다(법률 제
134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7) 해당 법률은 자전거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며, 그 처벌 또한 범칙금 부여로 미미한 수준이
다(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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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기까지 매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흐름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 그와 더불
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입법자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져 왔음에
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이
다.
2007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6년 12월 27일 장윤석 의원 외 19인이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시작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만들어진 배경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었
고,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일
본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
기 위함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7921).
또한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춰야 한다는 대안이 지
속적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일본이 지난 2001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10년 만에
75%가량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일본과 같은 단속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어서
당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3%에 이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일본 수준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 수준으로 낮춰진다면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20명 이상 감소
하여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9%가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8)
한편 위와 같은 법 개정 이후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음주운전에 관한 특별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일부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음주운
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것은 아니었다. 2014년의 도로교통법 변경은 음주운전의 단속 주
체를 제주자치경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2015년의 경우는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
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도 결격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에는 제
44조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새로 도입이 될 수도 있는 노면전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
다.
<표 7>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2018년 12월 18일과 2019년 6월 25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중에서는 한국의 도로교통관계법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안이 통과되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들이 발
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개정된 법률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8)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2093377(검색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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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졌는데,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된 최종 선고형과 법정형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 아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 및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애초에 법정형을 강력하게
만듦으로써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로써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의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법률안에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형법상 살인죄와 동
일한 법정형을 제시했다. 굳이 사형까지 이 법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5년 이상
의 징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9).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윤창호법’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여 28일 통과된 후 29일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안이었던 “사형, 무기징
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는 대안을 제출하였다. 위
대안이 제출된 경위는 제364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의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주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과실범인 만큼
사형이나 도주치사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일본이나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는 음주운
전치사를 살인죄에 준하여 양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대치하였다. 결
국 당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한 번에 5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회의참여자들이 동의함에 따라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대안
이 채택되었고 이 대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다.10)
한편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및
9)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이 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나열하고 있고, 형법 제55조는
법률상의 감경 내용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10) 이에 따라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회의록에서 주광덕 의원과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의 발언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실제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저 상징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는 부족하며, 대법원 양형기준의 상향과 더불어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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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적발자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강화 및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그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음주
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의 교육시간 증가와 더불어 심리상담교육의 확대 등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 윤창호법: 정책의 창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음주운전
에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 음주운전 처벌규
정의 개정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25일 ‘윤창호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
고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의 강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윤창호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으로까지 이르게 된 ‘특정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보기 위하여 ‘구글트렌드’11) 검색을 바탕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떠한 사회
적 이슈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윤창호’의 구글트렌드 검색 결과(2018.09.25.-2018.12.18.)

<그림 1>은 ‘윤창호’라는 검색어의 검색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윤창호’라는 이름은
2018년 9월 25일 윤창호씨의 음주사고가 발생한 지 8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 3일에 처음 등장하
11) 구글트렌드의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다. 표시값은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 해당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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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 이후 같은 달 10일, 12일, 13일, 21일, 22일, 24일, 27일, 30일, 그리고 11월 초까지
수치가 간헐적으로 11에서 25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11월 9일에 100, 11일에 92, 12일에 95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11월 9일에 ‘윤창호’와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윤창호 법’이라는 검색어는 2018년 10월 14일에 처음 등장한 이
후 11월 초까지 33에서 37까지 간헐적인 등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1>과 마찬가지로 11월
9일에 그 수치가 70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11월 29일에 100까지 치솟았다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12월 18일에 80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윤창호법’의 구글트렌드 검색 결과(2018.09.25.-2018.12.18.)

위의 그래프들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색어 ‘윤창호’ 그리고 ‘윤
창호 법’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으며, 2018년 11월 29일에는 검색어 ‘윤창호 법’에 관련
된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1월 9일은 ‘윤창호’씨가 사망한 날
이고, 2018년 11월 29일은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다. 본회의를 통과함과 동시
에 수많은 기사와 SNS에 ‘윤창호 법’이라는 검색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씨의 사망이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윤창호법’의 사례처럼 강력하게 여론
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중대한 사건, 즉 점화계기가 필요하다. ‘운창호법’의 형성에 있어서는 음
주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뒤에 일어난 윤창호씨의 사망이 중요한 점화계기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흐름, 저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모이
도록 하는 정책선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운창호법’의 사례에서는 음주사고에 대해서 널리 알
리고자 노력한 윤창호씨 친구들의 노력이 법률의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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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을 중요한 정책선도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휴학을 했으며, 사고가 발생
한 부산 해운대구로 내려와 거리에 있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형식의 국민동의서를
받았고, 이를 해운대구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각종 논문,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
련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리한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안의 초안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법률안으로 제안해줄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으며, 사고가 발생한 후 법률이 시행
되기까지 무려 3개월 동안 꾸준히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비록 법률을
제안할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듯 지속적인 여론의 형성과 강력한 정책의지의
구현을 통해서 정책선도자로서 정책의 창을 열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윤창호법’이 시행되기까지의 정채변동과정을 분석
하였다. ‘윤창호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2007년 12월 21일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
설된 시점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6월까지의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
의 흐름 및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원인과 주요 정책선도자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윤창호법’
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에 들어서 음
주운전 교통사고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보면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의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윤창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책의 변화는 주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17, 18, 19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가 많지 않았으며, 2011년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된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이 법률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20
대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였으며, 대안채택을 통해서 법률에 반영되는
건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윤창호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거의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의 회의록 등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윤창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을 하기 위한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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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책변동을 유발하는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과 함께 정치의 흐름이 결합되어야지만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정책변동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함께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면서 점화계기를 통해서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윤창호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
을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정책선도자가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향상된
다. ‘윤창호법’의 사례를 보면 ‘윤창호 사건’이라는 점화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
함으로써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선도자는 바로 윤창호씨의 친구들이었
다. ‘윤창호법’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책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국회의원, 정부 관료,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정책선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여 조직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강력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남
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윤창호법’의 시행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19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대적인 수
치를 감소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적인 대안은 법정형 강화,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윤
창호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강화가 음주
운전을 감소시키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 실시 등 안전교육 강화정책이 결합되어야
만 음주운전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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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Yun Chang-ho Act'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Kim, Ji-hoonžJeong, Joon-ho

This paper examines the Stream of Problem, the Stream of Politics, and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drunk driv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Yoon Chang-ho
Act’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By analyzing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that strengthen penalties for drunk driving were
considered.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Yoon Chang-ho Act’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Stream of Problem, even before the 'Yoon Chang-ho Act' was
enforced, cases of drunk driving and damage caused by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continued to occur, because social awareness of drunk driving was low.
Second, in terms of the Stream of Politics, the 17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id
not have many proposals related to drunk driving, but in their 20th, the number of proposals
related to drunk driving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cases reflected in the law
through alternative adoption. Also increased.
Third, in terms of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past legislation that contained
almost similar contents to the current ‘Yoon Chang-ho Act’ was no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is is because the window of policy could not be opened.
Fourth, reflect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that the ‘Yoon Chang-ho incident’ should
respond strongly to drunk driving, the window of the policy was opened with active
responses from law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Fifth, ordinary citizens played a leading role as ‘Policy Entrepreneur’ and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organized public opinion and policy making.
[Key Words: Yoon Chang-ho Act, Drunk Driving, Road Traffic Act, Road Traffic
Authority, Multiple Streams Frame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