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의 관계와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1)배문수(도로안전공단)

Ⅰ. 서 론
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율은 14.0%로 UN의 분류기준
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평균수명이 2020년에는
81.0세，2030년에는 81.9세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21%까지 늘어나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미
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대비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증가를
가져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에서 2016년까
지 지난 10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4%가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에 32.2%가 증가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4.4% 증가하였으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193%나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사율 측면
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령층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또한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도로교통공단, 2016). 이러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위험발생 증가 원인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 운전자 대비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고령자를 고려한 도
로․교통안전시설 미비, 고령운전자 교육 및 관리 미흡, 고령자를 배려한 정책개발 미흡으로 분석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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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09).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인적원인은 인지능력의 감소, 시각적 장
애와 손상 그리고 교통상황과 교통흐름에 대한 판단과 대처행동의 어려움으로 대변할 수 있다(장재
민 외, 2017; 김경범 외, 2017)는 여러 갈래의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교통 상황에서의 사고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교차로 등 복잡한 환경에서의 교통사고가 고령운전자 사고
의 주요특성이라고 하였다. Cuenen et al.(2016)는 한정된 시간 안에 정보의 처리를 처리해야하고
판단, 의사결정을 하는 인지적 과부하 상황이 고령운전자가 잘못된 실수를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해질 무렵의 노후화된 길가장자리구역선, 유도표지가 없는 연석,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로를 판별하
는 것 등의 물체의 밝기가 낮은 물체를 판별하는 데 필수적인 명도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시력의 저하는 표지판을 읽고 인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쳐, 고령운전자의
경우 표지판이 가까이 있어야 하며, 해석하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다(정연식 외, 2011). 이처럼 정
보의 판단, 처리능력의 저하와 인지반응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운전자들이 도로교통 환경의 많
은 정보들을 적절하게 개념화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 결국 도로환경과 교통환경과 동
떨어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실제 차량운전상황에서 다른 자동차들의 통과시간이나 속도에
대한 판단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험행태가 증가하게 된다(이혜진 외, 2015).
이처럼 오늘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교통재해의 사상이 크기 때문에 주로 교통안전교육을 중시
하고 치중해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의 교육과정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상황별 안
전운전기법 상황(도로, 차종) 시간대(주 야간)별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
육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원영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
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선형관계와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 규명할 목적
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에 대한
분석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불명확했던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아울러 양간의 관계
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조절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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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고령운전자의 개념 및 현황

고령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노인 또는 고령자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이
나 노화의 개인차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적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관련법과 통계자료의
분류 기준에 따라 60세 또는 65세 이상을 노인 또는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 2-1> 우리나라 고령자 분류 연령기준과 관련기관
분 류
연령 기준
관련기관
고령자 고용촉진법
55세 이상
고용노동부
국민연금법
60세 이상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5세 이상
보건복지부
장래추계인구
65세 이상
통계청
교통사고 통계
65세 이상
도로교통공단
셋째, 도로교통 안전 측면에서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개념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항).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현대사회에서 노년층 인구의 사회활동 증가 및 평균수명의 증
가와 인구 통계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정
의하였다.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49만명으로 전체 운
전면허소지자인 3,119만 명의 약 8%로 차지하고 있으며 <표 2-2>와 같이 고령운전자가 매년 증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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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고령운전자의 면허소지 추이

<

구분
전체
65세 이상

년

년

년

년

년

단위 :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8,263,327

28,848,040

29,764,939

30,293,621

31,190,359

1,658,560

1,869,155

2,079,461

2,213,587

2,492,776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말하기 어려
우나 그럴 개연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자동차 대중화가 되었던 시기에 직접 자동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고령운전자로 편입될 경우 운전을 포기할 경우는 이전에 비해 높지 않으므로
고령운전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안전교육

안전교육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또는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
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방식을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인명의 사상(死傷)이나 물건의 손괴(損壞)를 줄이기 위해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필
요한 교통 지식 및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종국적
으로는 잠재된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교통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에 대한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교통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사회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에서의 운전자
가 아닌 보행자 측면에서 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의 교통안전정책은 크게 교육(Educatoin), 공학(Engineering), 단속(Enforcement) 3가지 구분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과,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교육, 그리고 재교육이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직원과, 노인 등 성인을
상대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다. 운전면허 관련 교육은 운전면허증 취득 전에 받는 교통안전교육
과 운전면허증 취득 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받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있다.
교통안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차량운전자에게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예절, 도로교통에 관
한 법령 및 지식, 안전운전능력, 그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 및 태도를 학습시킴으
로써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인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운전자의 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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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준을 함양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부터 고령자교육을 시범 실시하였지만 교육 수강생이 없어 폐지하였다. 하지만 고령운전
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 8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금융감독원, (사)대한작업․물리치
료사협회와 협력하여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시작하였다. 교통안전사회교육(노인 단체)의 고령자 단
체에 대한 사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19,20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111,797명으
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 실적은 전체고령인구에 비하면 약 1%에 그치는 실
정이다. 이러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대한노인회, 노인유관기관 등과 같은 노인 단체에서 교통관
련 기관에 교육의뢰를 한 경우 전문가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총연합회와 각 시․도지부와 대한노인회 지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
며, 이를 통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와 교재 보급 등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에 노력하
고 있다.
교시
1

2

3

과목

표 2-3> 고령운전자 교육과정
내용

<

인지지각검사(거리지각능력, 주의지속력, 주
(1) 운전 인지 지각 능력 검사
의분할력, 스트룹 검사, 장의존성, 시지각운동
협응력
(2) 고령운전자의 운전성향 자가
-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진단 및 분석
(3) 개정 교통법규 해석, 안전운전 - 중요교통법규 해설
교육
- 행정처분 및 운전면허 관리
- 도로․차종, 주․야별 운전 방법
(4) 상황별안전운전 기법
- 음주 및 약물복용과 안전운전
-

·

자료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방법 시간
분

CPAD

45

강의 및
시청각
강의 및
시청각

25

분
20분
20분
25분

3. 운전행태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는 운전행태는 운전일탈행동이다. 운전일탈행동이란 운전자가 운행 중에 교
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운전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
전일탈행동은 운행 중 다른 운전자를 당황케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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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운전일탈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오류와 위반요인 외에도 착오라는 세 번째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이 발견되었다(Jonah & Boase, 2016). 오류와 위반이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착오는 주의와 기억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다. 오류는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행동을 말하며, 위반은 의도한 위험한 행동임으로 오
류와 위반 모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착오에는 의도성과 위험성이 존재
하지 않으며, 단지 운전자에게 당황스러움만을 유발하는 행동일 뿐이다. James(2017)는 운전일탈행
동은 오류, 착오, 속도위반, 대인위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젊은 남성 운전자는 속도위반과 대인
위반이 많았으며, 오류는 충돌사고와, 대인위반은 추돌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James(2017)는 위반, 오류, 착오의 세 가지 요인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았다.
Rike et al.(2016)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위반, 오류, 착오 등의 행동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경우 공격적 위반을 가장 적게 하는 반면,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것은
착오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충돌사고의 경우는 연간주행거리와 오류, 착오와
관련이 있고, 고령운전자의 추돌사고는 연간주행거리와 착오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lnar et al.(2014)은 충동성이 높은 고령운전자가 오류와 위반행동이 많고, 충동성과 감정이입
(공감능력)이 높은 고령운전자는 오류행동이 많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운전
일탈행동은 오류, 착오, 위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운전일탈행동의 구조가
안정적이며, 운전일탈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가 단일하지 않고 위반, 오류, 착오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심리적 기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운전자신감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결정하는 운전행태는 자신이 선택한 운전행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즉,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자신이 선택한 운전행태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에 대한 확신정도가 운전자의 운전행태 선택에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순열 이순철 박선진, 2006). 이순열 등(2006)의 운전자신감수준 연구에서 교통사고는 불안전운전요
인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위반도 많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상황둔감성 요인은 전 연령대에 걸쳐 부적으로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운전자신감은 운전자들이 자신이 처한 교통상황에서 자신이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것인데, 차가 많은 곳에서의 차선변경, 평형주차, 고속도로 진입, 야간운전, 빗길운전과
같이 운전 중에 느끼는 어려움, 불안감 등 운전자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운전상황에 대한 자신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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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이순열 이순철, 2007).
·

4. 선행연구 검토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빈도와 심각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인지적 신체적 능력
의 변화와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 신체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
도록 심리학적 의학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기존연구들의 경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
고 특성과 안전대책의 연구를 통해 교통사고의 실증적 원인분석과 적절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Cuenen et al., 2016; 김경범 외, 2017; 한상우, 2016; 장재민 외,
2017; 박병호 외, 2009).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정연식 외(2011)를 통해 수
행하였다. 고령운전자의 위험인지에 관한 연구(이혜진 외, 2015; 장해란 외, 2009)와 고령운전자의 운
전행태와 안전 운전과 관련된 기초연구(이헌주 김은미, 2011; 이순철 외, 2006; 박선진 외, 2006)에서
는 비교적 통계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확신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다수가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운전자들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운전능력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을수록 운전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usselwhite et al, 2017). 고령운전자
와 청소년운전자의 운전확신차이와 운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운전자는 운전경력이
대부분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능력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반면, 비나 눈이 오거나, 교통
량이 많은 도로 등과 같이 특정 운전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징
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순철 외, 2006).
이는 운전경력이 많은 고령자의 경우에는 교통 환경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능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탐지하기 어려운 자극이 출현하거나 정보에 대
한 정확한 지각과 판단을 요하는 교통상황에서는 자신의 운전능력을 자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경우 주의해서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차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
나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한상우, 20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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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모형은 그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와 관련된 연구가 별개로 이루어져 양
자간의 직접적인 선형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미흡했던 점이 연구의 단초이다. 고령운전자의 교
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부(-)적인 선형관계를 검증하고, 교통안전교육의 네가지 구성요인인 인
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중 어떤 요인이
구성원의 운전행태 유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본 연
구는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관계에 있어서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모형은 교통안전교육(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이 높은 고령운전자일수록 운전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운전자들
의 운전자신감이 있다고 지각하는 고령운전자일수록 교통안전교육이 운전행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

운전형태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 자가진단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위반
오류
◽ 착오

◽
◽

◽

·

◽

운전자신감
<그림 3-1> 연구모형

분석방법은 복수측정항목으로 구성된 교통안전교육, 운전자신감, 그리고 운전행태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계수를 계산하였으며, 또한 변수들 중 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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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깊은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단일차원의 타당성 검증방법으로 주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 간에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운전자신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집단간 종속변수의 평균차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
하였다. 한편 통합적 접근에 의해 측정한 교통안전교육의 구성요인 중 인지기능검사, 운전성
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에 비해 운전행태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운전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신감에 조절효과 운전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사상이나 물건손괴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수단을 이용
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학습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존중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습관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교통재해의 사상
이 크기 때문에 주로 교통안전교육을 중시하고 치중해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의 교육과정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
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상황(도로, 차종) 시간대(주 야간)별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원영 외, 2015).
인지된 운전능력은 운전하기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로 이순철 외(2006)가 개발한 측정문항을 이순열 외(2006)가 수정한 후 운전의 확신수준척
도 중에서 상황적응력 및 운전자심감에 대해 따로 선정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전자신
감은 다른 운전자와 자기 자신을 운전능력과 비교하거나 운전행동에 따른 수행가능도에 대한 자신
감을 묻는 설문문항이다. 측정방법으로는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아질수록 운전수행에 대한 운
전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운전행태는 Wickens et al.,(2015)와 Rike et al.,(2016)가 수정한 DBQ를 번역하여 운전자행태조사
지를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운전자행태조사지는 위반, 오류, 착오의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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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문항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아질수록 정상적인
운전에서 벗어난다는 행동을 의미한다.
표 3-1> 측정지표의 요소 및 출처
구 분
변수
출 처
인지기능검사
백옥선(2015)
자가진단․분석
교통안전교육 운전성향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도로교통공단(2016)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신호위반
위반
속도위반
이순철 외(2006)
판단오류
운전행태
오류
박선진 외(2006)
인지오류
이헌주 김은미(2011)
진입착오
착오
도로상황착오
이혜진(2015)
운전자신감
장해란 외(2009)
<

·

보행자가 없는 경우 과속
운전 실력의 우월감
운전의 집중력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운전행태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7월 26일부터 8
월 13일까지 대구 경북의 시 군 구 및 읍 면 동의 공무원과 도로교통공단에 근무하는 종사자 각 50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사전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의도한 내
용에 대하여 설문응답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문제문항들을 수정 추가 혹은 삭제
하여 설문측정문항들을 확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본조사는 2017년 11월 1일 부터 11월 16일 까
지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일반인)와 비고령자(공공기관, 공무원, 일반인)를 대상으로
각 300부 총 6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547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53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영향관계 및
·

2)

·

2) 사전조사는 교통관련 공무원 48부, 도로교통공단 구성원 45부, 총 93부를 회수하여 활용하였다. 사전조사의
경우 설문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본 조사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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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자 한다.
표 3-2> 설문지 배무 및 회수 현황

<

구분

계
고령자(일반인)
공무원
비고령자 공공기관
일반인

배부
600부

회수
547부

300
100
100
100

275
89
91
92

불성실
설문지
15부
8
3
1
3

분석대상
설문지
532부
267
86
90
89

주: 공공기관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공무
원은 대구․경북지역의 교통행정 담당 시군구 공무원과 교통안전시설 담당 경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비
고령자 일반인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미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경우 남성 210명(39.5%), 여성 57명
(10.7%)으로 남성이 4배가량 더 많았다. 비고령자의 경우 남성이 186명(35.0%), 여성 79명(14.9%)으
로 역시 남성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경우 65-69세 106명(19.9%), 70-74
세 86명(16.2%), 75세 이상 75명(14.1%)이였으며 비고령자의 경우 30세 미만이 31명(5.8%), 30대 81명
(15.2%), 40대 98명(18.4%), 50대 50명(9.4%), 60세에서 64세까지가 5명(0.9%)로 30～40대가 다수를 차
지하였다.한편 비고령자의 소속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40명
(7.5%),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46명(8.6%)이었으며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90명(16.9%)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학력에 있어서 고령
자의 경우 중졸이하가 76명(14.3%), 고졸이 164명(30.8%), 대졸이 24명(4.5%), 대학원졸업이 3명(0.6%)
이었고, 비고령자의 경우 중졸이하가 1명(0.2%), 고졸 19명(3.6%), 대졸 202명(38.0%), 대학원졸업이
43명(8.1%)으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졸이 비고령자의 경우에는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Ⅳ.실증분석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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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운전자신감 운전행태의 관련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유효성을 고려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고자 주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4-1>은 요인분석에서 요인패턴 행렬을 계산하고 공통요인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차별적
개념을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과 변수와의 상관행렬을 계산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인
교통안전교육과 종속변수인 운전행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
교육은 4개요인, 운전행태는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선정된 각 요인이 측정치가 일관성 없는 오차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나 속성을 정확히 내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4-1>에는 교통안
전교육의 4개 하위요인과 운전행태의 3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모든
구성요인들의 신뢰성계수(Cronbach's alpha)가 0.6이상으로 안정된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 교통안전교육, 운전행태, 운전자신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개념/변수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등의 인지기능검사

교통안전교육

· 자가진단매뉴얼에 따른 진단 및 분석
·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교육
· 도로상황이나 시간대에 따른 상황별 안전운전기법교육

요인
적재치

Eigenvalue

Cronbach's

.830
.829
.829
.834

1.751

.8241

.828
.819
.815
.720
.649

6.024

.8432

.789
.780
.710

1.362

.8402

· 교차로에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알고도 진입하는 경우
· 제한속도보다 빨리 운전하는 경우.
· 큰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할 때, 길을 건너는 보

운전행태

행자를 보지 못함
· 앞지르기할 때, 뒤에서 다가오는 속도를 실제보다 느리게 판단한다.
· 고속도로 진출로를 잘못 알고 지나친 경우.
· 내가 방금 전에 운전해 지나온 도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
· 보행자가 없는 경우 과속

운전자신감

· 운전 실력의 우월감
· 운전 집중력 부주의

65.843

누적분산

또한 조절변수인 운전자신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전자신감은
3개 측정 설문이 1개 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 모든 구성요인들의 신뢰성 계수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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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정된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는 서로 다른 변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은 교통안전교육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으
로 구성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 간의 선형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 간에는 부(-)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즉 교통
안전교육이 높은 고령운전자일수록 운전행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4-2>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 간의 관계

종속변수

운전행태

독립변수

교통안전
교육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R² : 0.262,

회귀계수 표준오차
-.179
-.107
-.146
-.122

F-value : 46.307,

.038
.044
.041
.028

베타

t-value

Sig. T

.219
.126
.178
.169

-4.718
-2.452
-3.596
-4.333

.000
.015
.000
.000

Sig. F : 0.000

가설 2는 교통안전교육의 하위구성요인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
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이 운전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검증을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검증결과 <표 4-17>은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 및 수용범위를 나타내는 값인 x2값, GFI, RESEA, CFI, RMR이다. 본 연구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를 확인하면, x2= 598.296, p= .05, GFI= AGFI= .904, RMR= .036, RESEA= .015, CFI=
.919 등으로 권장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다.을 갖는 <그림 4-1>과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델의 CFI, GFI, AGFI, NFI는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기준이 모두 0.9이상이며 RESEA는
0.05～0.08의 범위에서 수용한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은 χ 값에 대한 p값이 구조모델 적합도 판정기
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GFI, RESEA, CFI, RMR가 권장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모델의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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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무리가 없다(Hair et al. 1995).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안전교육의 하위구성요인인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자가진
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은 모두 운전행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인지기능검사

(-.179)*

0.578*
운전성향

(-.107)*

자가진단․분석

0.600*

운전행태

(-.146)*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122)**

0.645*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그림 4-1> 교통안전교육의 하위구성요인과 운전행태간의 구조모델

3)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나타난 회귀식의 R 와 여기에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으로써 증가한 R (ΔR )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
절효과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운전행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조절변수인 운전자신
감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A,B)의 R 와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신감의 상호작용항(A B)
이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R (ΔR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행태 간에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p=0.012).
따라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관계는 운전자신감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

²

²

²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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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

×

<표 4-3>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R²

ΔR²

ΔF

Sig.F

운전행태

교통안전교육(A), 운전자신감(B)
A, B, A×B

0.482
0.491

0.009

6.914

0.012

조절변수의 종류는 크게 중화(neutralizers), 대체(substitutes), 강화(enhancers), 보완(supplements)
등 4개 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 있는 조절요인은 이중 강화 요인이다. 강화요인은
조절변수 자체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관계를
증대시켜주는 요인이다. 강화요인은 조절변수의 집단수준에 따라 교차형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운전자신감(고)
운전자신감(저)
(고)
Y=2.20+0.36X

운
전
행
태

Y=-2.48+0.27X

Y
(저)

(저)

교통안전교육 X

(고)

<그림 4-2> 운전행태에 대한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

운전자신감을 중위수를 기준으로 2분화 한 후, 교통안전교육을 독립변수로 하고 운전행태를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다. 조절변수의 수준이 저→고로 높아질수
록 교통안전교육이 운전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강화요인에 해당
한다. 즉 운전자신감이 높을수록 교통안전교육이 운전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편 상호작용 항의 집단별 평균차(중위수 기준)를 파악하기 위하여 Scheffe 테스트를 한 결과는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전행태에는 교통안전교육이 높고(고), 운전자신감을 높게(고) 지각하는
집단(고-고집단, M=5.1421)이 교통안전교육이 높고(고) 운전자신감을 낮게(저) 지각하는 집단(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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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M=4.7324)보다 상대적으로 운전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4-4>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신감에 따른 운전행태의 평균차

교통안전교육

고

저

변수

운전행태

운전자신감

고(A)

저(B)

고(C)

저(D)

M

5.1421

4.7324

3.8154

3.7814

SD

0.8112

0.7631

0.9152

0.7957

d.f.

F-value

Sig. F

사후검증

4/527

72.431

0.000

A > B, C ,D
B > C, D

Ⅴ.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자 간의 선형관계를 규명
하고, 개인의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운전행태의 선행변수
로 교통안전교육을 선정한 이유는 양자 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측정함으로써
그간의 운전행태의 선행변수로서 교통안전교육 연구들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운전교육 프로그램 의무화이다.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비고령운전자로 하여금 고령운
전자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고령운전자는 당사자로서 비고령운전
자는 장래의 신체적․인지적 결함에 대한 이해와 의식전환,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신체
적․인지적 상황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운
전 특성 즉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측정과 신체능력에 적합한 운전기법 등을 학습하도록 하여 속
도, 거리추정검사, 주의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등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교육적 방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 성향 및 자가 진단 분
석과 교통법규, 상황별 운전기법 등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이 운전면허 갱신 시에 의무화 하는 방안으로 된다면 실효성이
가장 좋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보험료 인하와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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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교통안전가이드북 제작 배포이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기회 증가 등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전략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미국 혹은 유럽의 경우와 같이 고령운전자들을 검진하기 위해 의료진들에게 맞춤식 진료 지침서
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고령운전자의 도로안전운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고
령자 전용 주행운전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종합적 내용을 수록한 교통안전가이드북을 작성하여 고령운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령운전자에게는 자택으로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운전자
들의 순간적인 운전행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에서 매우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령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서도 고령운전과 관련된 여
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행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운전행위에 필요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자각하도록 하여 운전을 자제하거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
여 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때문에 국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가칭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가이드북”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에 치중된 교통안전교육 연구를 집단 및 조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단 및 조직수준의 운전행태와의 관계를 규명함은 물론 양자의 관계를 촉진시
키는 보다 거시적인 상황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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