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estrian safety was recently highlighted with a yellow carpet, a yellow-colored pavement material prepared for 
children waiting for signals for pedestrian crossing, without validation of its efficiency in practice. It was a promising 
device likely to assist highway safety by stimulating pedestrian to step on the yellow-colored area; it was generally 
called nudge effects. This paper delivers a study conducted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yellow carpet in three different 
aspects in vehicle driver’s perspective by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information technology (IT) service: Visual 
Attention Software (VAS). It was assumed that VAS developed by 3M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ble explain 
the Korean drivers’ visual reaction behaviors since technology embedded in VAS was developed based on and proved 
by other various international countries and continents in the world. A set of pictures was taken at thirteen different 
field sites in seven school zone are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fore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a yellow 
carpet, respectively. Sets of those pictures were analyzed with VA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based on the 
selective safety measures: the likely focusing on standing pedestrians (waiting for a pedestrian’s green signal time) 
affected by its background (yellow-colored pavement) contrasting him or her. The test results from a set of 
before-and-after comparison analyses showed that the placement of yellow carpet would (1) increase 71% of driver’s 
visual attention on pedestrian crossing areas and (2) change the sequential order of visual attention on that area 
2.4 steps ahead. The findings would enhance deployment of such promising efficiency and thus increase children safety 
in pedestrian crossing. The result was promising to highlight the way to support the changes in conservative traffic 
safety engineering field by applying the advanced IT services, while much robust research was recomm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simplificat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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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린이 교통사고 횡단보도 이용자 사망자수 증가

에 한 사회  심과 앙정부의 노력이 증가하

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일로 횡단보도  교

차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  주변 요인 등으로 

인한 운 자 시야가림  시선분산이 주요 원인이

라 지 되고 있다(Kim, 2013; Ko, 2016). 그럼에도 

지방정부는 교통 활성화  지역사회 경제 활

성화를 하여 다양한 시설을 도로 주변에 설치하

고 단속 규제를 완화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

를 방치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 보행횡단 환경 개

선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다(Jang, 2013; Choi and 

Jun, 2013).

횡단보도 신호 환 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 나가는 어린이들의 보행특성을 교정하기 

한 교육  학교주변을 주행하는 차량 운 자들의 

주의집  수  향상을 한 안  캠페인 등의 노

력을 수행하 으나 효과가 장기 으로 지속되지 못

한다고 보고된다(Kim et al., 2014).

최근 횡단 보행자 신호 기 공간 배경색을 넓

은 노란색으로 처리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

린이들을 운 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 로

카펫’ 이 주변에 설치되고 있다. 이는 (1) 자발

으로 노란색 배경에 어린이들이 강요받지 않고 서

게 하는 넛지(Nudge) 효과를 유도하고, (2) 이를 

통해 운 자들이 어린이의 존재여부  치지

을 노란색 배경을 통해 먼  인식하게 하는 효과

가 교통안  증진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 한다.

최근 서울, 인천, 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심이 되어 교차로  단일로 횡단보도 보행자 

기공간에 ‘ 로카펫’ 설치가 지원되고 있다(Green 

Transport, 2016). ‘엘로카펫’은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으로 학부모와 어린이가 직  설치하는 안 시

설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차량 운

자들은 시설의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아직까지 객 으로 검증된 바 

없다.

본 논문은 운 자의 시선 집  변화를 계량화하

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장에 설치된 ‘ 로카펫’으

로 인한 운 자 시인성 증진 효과를 공학 으로 진

단한 내용을 제시한다. ‘ 로카펫’의 장설치로 기

할 수 있는 교통안  증진 효과는 (1) 보행자 측

면에서의 험행태 개선 효과와 (2) 운 자 측면에

서의 시인성 증진 효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운

자 측면에서의 시인성 증진 효과를 연구범 로 

한정한다. ‘ 로카펫’이 설치된 지 과 ‘ 로카펫’이 

설치되지 않은 지 에서 운 자들의 주의집  수

 변화량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용하

다. 이를 해 운 자 시선집  분석기법을 활용하

으며, 분석모형으로 Visual Attention Software 

(VAS)를 용하 다. 이는 제안된 IT 공공분야 

융합서비스 임(Lee and Lee, 2013)  정책  

타당성 분석 부문에 해당한다.

2. 문헌고찰

어린이 교통안 을 한 연구는 지 까지 어린

이들의 돌발 인 보행행태를 강제로 억제하기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Kim(2013)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신호와 연동된 물리  차단 안 시

설 도입 효과를 분석하 다. 보행신호 색등화 

시 안 차단시설이 작동하여 색시간 동안 어린

이 보행자들의 신규 횡단보도 진입을 억제하는 시

설이다. 색시간  녹색시간 기 상황에서 어

린이의 갑작스런 횡단보도 진입과 같은 돌발행태

를 억제하고자 노력하 으나, 장에 리 설치되

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 다.

Ko(2016)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로 인

한 교통안  문제를 지 하여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행안 에 한 문제를 제기하

다.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들

에 한 운 자들의 시인성이 낮기 때문에, 어린

이들에 한 운 자 시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지 하 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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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의 부재,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완화 노력과 상충되어 개선 가능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도로  시설 개선이 아닌 운 자 시인성 개선을 

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Bachman et al.(2006)은 

도로주행 운 자들이 도로를 주행하며 발견하는 물

체 색상의 비(contrast)가 감소할수록 이에 응

하여 운 자들의 인지반응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지

하 다. 도로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황  물체

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물체 색상의 비를 해

하는 ‘유리코 ’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 다.

도로를 주행하는 운 자들의 시선을 주목하기 

한 노력으로 Ko et al.(2012)는 ‘형  주황색상’을 

공사구간 도로 주변에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이들은 상 도로변 시설 인지거리가 ‘형  주

황색상’ 사용 시 15～25m 방까지 빨리지는 효과

가 있음을 지 하 다. 이들의 연구가 연속류 도로 

운 자만을 상으로 진행되었기는 하나 ‘ 로 카

펫’에 ‘형  황색’ 색상의 사용으로도 유사한 효과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 인 가정을 하게 한다.

운 자의 시선 집  수 을 계량화하기 한 방

법으로는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람의 

시선 집 수  변화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미국 

쓰리엠(3M, 2010)이 제안하는 Visual Attention 

Software(VAS)는 국가별, 인종별, 성별, 연령 별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 행동양상 자료를 움직임 패

턴으로 학습한 산모형으로 실제 운 자 시선 집

 수  참값 비 90%의 측 정확도를 가진다

고 보고된다. 특정 상황(이미지)에 반응하는 사람들

의 문화 , 종교 , 정서  차이 없이 사람의 시각 

시스템 반응 패턴만을 모사하여 다양한 주제 분석

에 리 활용되고 있다(Zhang et al., 2008; Tseng 

et al., 2009). 

3. 연구방법

‘ 로카펫’ 설치 과 후 운 자들이 도로 장에

서 마주치게 되는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기 공간 

상황(이미지)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서울시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 로카펫’ 

설치가 계획된 13개 지 을 자료수집 지 으로 선

정하 다. 수집된 자료를 VAS로 분석하 다.

3.1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한 자료수집 지 으로 선정된 13개 

지 은 <Table 1>과 같다. 이들 13개 지 은 7개 

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치한다.

<Table 1> Field Data Collection Sites

Site ID Name of elementary school Location

A-1
Kwang-hee

Front gate

A-2 Back gate

B-1

Duck-soo

Front gate

B-2 Back gate

B-3 Side gate

C-1
Bong-rae

Front gate

C-2 Back gate

D-1

Sing-dang

Front gate

D-2 Back gate

D-3 Side gate

E Jang-choung Front gate

F Chung-gu Front gate

G Heoung-in Front gate

어린이보행자들이 많이 측되는 주간 등하교 시

간 를 상으로 총 13개 지 에서 ‘ 로카펫’이 설

치되기  13개 자료(각 지 별 1장)를 우선 으

로 취득하 다. ‘ 로카펫’이 설치된 7일 후 설치 후 

자료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지 에서 취득하 다. 

이들 사  사후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26개(13×2) 자료에 해당한다.

3.2 분석방법

수집된 장자료(이미지)를 토 로 ‘ 로카펫’ (1) 

설치  운 자들의 시선집  수 과 (2)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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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들의 시선집  수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

인성 증진효과를 분석하 다. 운 자들의 시선집  

수 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Figure 1>의 일련

의 분석방법에 VAS를 용하며 수행하 다.

   

<Figure 1> A set of Analyses

<Figure 1>에 설명된 분석 1(Analysis 1)은 운

자의 시선 집   분산 정도를 <Figure 2>와 

같이 그림 이미지 상 ‘온도 지도(Heat Map)’로 확

인하는 방법이다.

<Figure 2> Colored Indexes of a Heat-Map Analysis

‘온도 지도’는 해당 상황(이미지)에 처하 을 시 

기 3～5  시간 동안 시선이 집 하게 될 확률이 

높은(70～100%) 지 을 ‘ 색’으로 표출하고, 간

(40～70%)인 지 은 ‘황색’으로, 상 으로 낮은 지

(40% 미만)은 ‘청색’으로 표출하는 지도이다. 이

들 3가지 색상 경계부분의 색상은 진 으로 변화

를 주어 상 인 시인성 집 도 변화에 한 이해

를 용이하게 한다.

<Figure 3>은 분석 1로 도출된 ‘온도 지도’ 를 

제시한다. ‘ 로카펫’이 설치되기  운 자 시선이 

교차로 부근 하늘 로 올라간 나무 상단에 집 되

어 ‘보행자 기 공간’ 시선 집 도가 낮은(온도 지

도 상 청색으로 표 ) 반면, ‘ 로카펫’ 설치 이후 

‘보행자 기 공간’ 시선 집 도가 높아(온도 지도 

상 색으로 표 )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본 연구결

과의 사례를 제시한다(<Figure 3> 참조). 

(a) before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b) after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Figure 3> Comparison of Visual Attentions Affected 
by Yellow Carpet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한 시각  결과 표출은 

분석자들  정책결정자들의 이해를 도와주나, 공

학  분석을 한 산술  수치를 악하기 쉽지 

않아 추가기능의 VAS 분석 2(Analysis 2)를 수

행한다.

분석 2(Analysis 2)는 ‘온도지도’ 분석방법을 통

해 악되지 않는 운 자 시선 집 도의 산술  수

치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는 ‘ 로카펫’이 설

치된 심 역만을 상으로 운 자 시선집  수

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 역을 횡단보

도 보행자 기 공간 역으로 정의하 으며, 이는 

VAS에서 ‘ 역 지도(Regions Map)’로 표출된다. 

<Figure 4>는 분석 2 방법으로 도출되는 VAS 분

석결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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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b) after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Figure 4> Comparison of the Expected Areas of 
Interest Affected by Yellow Carpet

(a) before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b) after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Figure 5> Comparison of Expected Visual Sequence 
Affected by Yellow Carpet

<Figure 4>는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 시인

성 지표가 ‘청색’ 34%에서(<Figure 4(a)> 참조) 

‘ 색’ 85%로(<Figure 4(b)> 참조) 시인성 지표

의  증가량이 +51% 수 까지 이르는 사례를 

제시한다. 해당 방법을 통해 정량화된 자료를 토

로 ‘ 로카펫’ 설치  후 운 자 시인성 증가정도

의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3(Analysis 3)은 운 자들의 시선 이동경

로를 계량화하는 분석이다. 운 자들의 시선이 이

동하는 순서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 지

의 순 가 빠를수록 교통안  증진 효과가 높으므

로 해당 분석을 수행한다.

<Figure 5>는 횡단보도 보행자 기공간에 

한 운 자 시선 이동경로 우선순 가 ‘ 로카펫’ 설

치  ‘4 ’ 수 (<Figure 5(a)> 참조)에서 설치 

후 ‘1 ’ 수 (<Figure 5(b)> 참조)으로 상승되는 

사례를 제시한다. 운 자 시선이 머물게 되는 순서 

는 유무에 따라 운 자 인지반응시간이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수행한다.

4. 연구결과

수집된 장 이미지 자료를 토 로 VAS 분석을 

수행하 으며, VAS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를 (1) 운 자 시인성 변화 경향 분석(Analysis 1), 

(2) 운 자 시인성 집 도 변화 분석(Analysis 2) 결

과와 (3) 운 자 시선 집 순  변화 분석(Analysis 

3)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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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A-1 (b) Site A-2

(c) Site B-1 (d) Site B-2

(e) Site B-3 (f) Site C-1

(g) Site C-2 (h) Site D-1

(i) Site D-2 (j) Site D-3

(k) Site E (l) Site F

(m) Site G

<Figure 6> Graphical Comparison of Visual Attentions 
Affected by Yellow Carpet Per Each Test 
Site

4.1 운 자 시인성 변화 경향

서울특별시 구 장 조사 13개 지 (<Table 1> 

참조)에서 ‘ 로카펫’ 설치  후에 수집된 사진들을 

토 로 VAS 분석을 수행하 다. <Figure 6>은 이

들 지 으로부터 도출된 VAS ‘분석 1’을 통한 ‘온도 

지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총 13개 지 에 포함되

는 개별 지 에서 도출된 ‘온도 지도’로 ‘ 로카펫’ 

설치  후의 운 자 시인성 집 도 변화를 정리하여 

<Figure 6(a)>에서 <Figure 6(m)>까지 제시하

다. 각 지 별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 치를 

표기하기 하여 네모 모양의 박스를 표기하 다.

분석 결과 ‘ 로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의 ‘온도 지도’가 부분 높아지고 있음

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Figure 

6(f)>  <Figure 6(g)>은 ‘ 로카펫’ 설치 후 ‘횡

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이 밝아지고 있음을 제시

한다. 이는 해당지 의 운 자 시인성 집 도 지표 

값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 로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기공간의 운 자 시선 집 도’

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 자 시인성 집 도’가 그 반 로 ‘

로카펫’ 설치 후 상승효과가 없는 것으로 기 되

는 경우도 함께 측되었다. 로 <Figure 6(k)>

는 ‘ 로카펫’ 설치 후에도 운 자 시인성이 증가하

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해석하게 한다.

VAS ‘온도 지도’ 분석결과를 토 로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에 설치된 ‘ 로카펫’은 (1) 일반

으로 운 자의 시인성을 증진 시키는 효과가 존

재하나, 경우에 따라 (2) 그 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을 악하게 한다. 해당 상황을 구분하는 수리  

분석(분석 2) 결과를 본 분석과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 세부단락에 제시하 다.

4.2 운 자 시인성 집 도 변화

총 13개 지 별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에 

‘ 로카펫’ 설치  후 변화하는 운 자 시인성 집

도 분석(분석 2) 결과 값을 도출하여 <Table 

2>에 제시하 다.

분석(분석 2) 결과 ‘ 로카펫’이 설치 된 후 ‘횡

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에 한 운 자들의 시인

성 집 도가 감소된 지 도 있으나, ‘ 로카펫’ 설

치  상황과 비교하여 평균 71.34% 수 으로 

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경우에 따라 운

자 시인성 집 도 지표가 100% 이상 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도 측되었다. 지표 값의 변화가 없

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일부 지 도 발견되었으며, 

해당상황에 한 별도의 해석을 추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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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Visual Attention Index1)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Site ID Before After Percent increase

A-1 34 85 150.00

A-2 28 70 150.00

B-1 52 51 -1.92

B-2 46 66 43.48

B-3 54 63 16.67

C-1 34 95 179.41

C-2 61 98 60.66

D-1 39 76 94.87

D-2 30 62 106.67

D-3 51 61 19.61

E 36 25 -30.56

F 30 68 126.67

G 42 47 11.90

Average 41.31 66.69 71.34

1) 100×the expected probability of drivers’ visual atten-

tion during the first 3～5 seconds.

‘ 로카펫’ 설치  후 변화하는 운 자 시인성 

집 도 지표 값에 한 변화량에 한 통계  가설

검정을 수행하 다. ‘ 로카펫’ (1) 설치  운 자 

시인성 집 도 표본과 (2) 설치 후 운 자 시인성 

집 도 표본을 비교하는 체검정(Paired t test) 

통계시험을 수행하 다. 설치  표본 평균을  , 

설치 후 표본 평균을 로 구분하는 아래의 단측

(one-tailed) 가설검정실험을 신뢰수  95% 수

에서 수행하 다. 

  :   = 

  :   < 

가설검정 분석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통계

량이 도출되어, 이들 두 집단은 통계 으로 상이함

(p-value : 0.00059)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

로카펫’을 설치함으로 운 자들의 시인성이 증진되

는 효과가 있음을 통계 으로 확인하 다. <Table 

3>은 이들 두 집단의 통계분석  가설검증 수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Table 3> Results of Sample Statistics and of the 
Hypothesis Test

Yellow Carpet Average Variance t-value P(T≤t)

Before 41.31 112.73
-4.2206 0.00059

After 66.69 388.06

‘ 로카펫’ 설치 후 운 자 시인성이 감소한 경

우로 Site B-1지 과 Site E지 이 존재하 다. 

해당 지 에 한 여건을 별도 분석하여 해당 원

인으로 아래의 항목을 도출하 다.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

어 있는 노란색 배경이 많아( 형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 인  노란색 형 근린생활시설 

간  등) ‘ 로카펫’의 설치 효력이 낮은 지

• 장 주변여건이 소하여 ‘ 로카펫’을 정상

인 크기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 로카펫’ 설

치 면 이 충분하게 크지 못한 지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 로카펫’ 신규 설치

지  선정 시 참조할 수 있는 기술지침에 반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4.3 운 자 시인 집 순  변화 분석

‘ 로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

간에 한 운 자들의 시선 집 도가 증가함에 따

라, 운 자들이 해당 지 에 시선을 집 하는 순

서에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분석 3) 하

다. 각 장조사 지 별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운 자들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기공간에 시선을 주는 순서를 정리하여 <Table 

4>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운 자들의 시선은 

‘ 로카펫’이 설치되기  교차로 주변 개별 시설

에 분산되고 있었으나, ‘ 로카펫’ 설치 후 운 자

들의 시선이 ‘ 로카펫’으로 집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 로카펫’ 설치로 운

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을 먼  확인하

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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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mparison of Sequential Order of a 
Driver’s Attention on the Interested 
Pedestrian Waiting Areas

Site ID
Yellow Carpet

Difference
Before After

A-1 5 1 -4

A-2 5 2 -3

B-1 5 5 0

B-2 5 1 -4

B-3 5 5 0

C-1 5 1 -4

C-2 5 1 -2

D-1 5 2 -3

D-2 5 2 -3

D-3 5 3 -2

E 5 5 0

F 5 1 -4

G 5 5 0

Average -2.41

5. 결  론

본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안  증진에 한 막연한 기 감에 근거하여 

장에 설치되고 있는 ‘ 로카펫’의 객  효과를 

VAS 분석을 통해 정량 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결

과를 제시하 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

치된 13개 ‘ 로카펫’ 장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한 결과 ‘ 로카펫’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인근 보행자 기공간에 서 있는 사람들

에 한 운 자들의 시인성 집  수 이 향상되고

(설치  비 평균 시인성 집 도 71% 증가), 

•운 자들의 시인성 집  수 이 향상됨에 따라 

운 자들이 보행자 기공간에 심을 집 하는 

우선순 가 상승(평균 2.41단계 상승)하는 효과

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횡단보행 행태를 연구한 

학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녹색보행신호 시작과 함께 갑자기 달려서 횡

단보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특성이 있음이 지 하

고 있다(Kim, 2013; Kim et al., 2014).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용하는 특성에 

응하기 한 교통안  확보 수단으로 ‘ 로카펫’은 

본 연구결과만을 기 으로 정 이라 사료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환되는 상

황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의 안 을 확보하

기 해 운 자들이 이를 조 이라도 먼  발견하

게 할 ‘안 장치’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 기존 운

자 캠페인의 효과는 제한 이다. 운 자들이 의

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1)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을 우선 으로 보게 하고 (2)  집 해

서 보게 하는 ‘ 로카펫’의 ‘설치효과’가 이러한 안

장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 로카펫’이 설치되어도 효과가 미비

한 지 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들 지

들을 분석한 결과 (1) ‘ 로카펫’ 주변에 이미 많

은 노란색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나, (2) 장 

여건상 ‘ 로카펫’을 정상 으로 충분히 넓게 설치

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분석 결과를 반 하여 향후 ‘ 로카펫’ 신

규 설치지  선정 시 상기 특성을 가지는 지 의 

우선순 를 낮게 할 것을 제언한다. 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 로카펫’ VAS 분석결과가 새로운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 지  ‘ 로카펫’ 신규 

설치를 한 근거로 활용될 것을 기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VAS 분석기법은 세계 다양

한 인종, 국가, 성별, 연령별 인간들의 시각 행동양

상 패턴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우리나라 운

자들의 행동양상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이 연구 

과정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VAS 분석

이 정지화면을 이용한 비교분석으로 한정되어, 움

직이는 차량을 주행하는 운 자들의 시각패턴과 다

를 수 있는 한계 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시각자료 역시 로카펫 설치 과 후 시각자료 

수집조건이 동일하여야 하나, 기상여건  장에

서 발생한 인 오류(촬  각도 등) 한계가 존재하

여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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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의 자료를 측정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오차를 고려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이 필요하

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에 한 분석을 배

제하 다. 

이러한 연구제약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 교통안

분야에서 IT서비스기술이 지속 으로 연구  

활용되는 경우 교통 신기술에 한 검증이 재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 로카펫’ 상부로 스스로 

진입하여 올라가는 넛지(Nudge)효과에 한 검증

을 배제하 다. 어린이들이 ‘ 로카펫’ 상부로 스스

로 진입하는 넛지 효과에 한 정량  분석을 수행

할 것을 향후연구로 제안한다. ‘ 로카펫’이 이제 설

치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한 ‘ 로카

펫’ 용에 따른 련 이력자료를 장기간 수집한 후, 

설치 지 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발

생 유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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