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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의 행동을 찾아 분석한 뒤 세분화 하여 분류하고,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운전자의 운전행동 구분을 바탕으로 차량을 주행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찾아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문제점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운전자의 필수적이지 않은 위험행동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키워드: 운전행동(Driver‘s Behavior), 안전운전(Safe Driving), 방해행동(Disturbing Behavior), 주의분산(Di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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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내에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1,794만대

에서 2017년 2,253만대로 약25% 증가했다[1]. 같은 시기 총 인구 

기준 2.3명당 자동차를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 하는 다양한 행동들은 안전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구, 즉,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연구,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 내·외부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본 논문은 조향장치 조작, 변속기 조작, 휴대폰 

통화 등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할 수 있는 운전자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 중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운전자의 행동과 

관련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여 자동차운행에 필수적인 행동요소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요소를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안전운전

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영향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본 장에서는 운전 중 운전자의 행동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운전자 행동분석 연구는 주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주의분산 행동과 관련하여 차량 내부에서 

발생되는 운전자의 행위 중 머리 위치나 관절의 움직임, 시선의 이동 

등 을 추적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2], 제한적 환경을 설정하여 

운전자에게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변수를 측정하여 

도출된 결과 값을 마이닝 기법을 통해 해석하는 연구[3]가 진행되었으

며, 실제 주행상황 또는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한 진행 상황에 대한 

결과를 관찰[4]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실험 장비는 주로 

대시보드에 운전자 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활용[5]하

거나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부착된 압력센서를 통해 반응하는 

속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다.

안전운행에 부수적인 운전행동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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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시간적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이 원인이 되어 안전운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운전자의 행동은 주행을 위한 장치 조작과 그 외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분산은 주로 주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행동에서 발생하며 이는 운전 장치 조작에 대한 집중력을 감소시

킨다.

주행에 필요한 운전자의 행동으로는 조향 휠 조작, 가속페달 조작, 

변속기 조작, 전방주시[6], 좌우 백미러 확인, 룸미러 확인, 도로상황 

확인[7], 보행자 및 신호, 주변차량 확인[8]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운전행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안전운전의 기본행동으로 볼 수 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운전자 주의분산의 분류는 조작적/물리적 주의분

산, 시각적 주의분산, 청각적 주의분산, 인지적 주의분산으로[6]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의분산은 주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행동을 통해 유발되고 주로 운전자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행동으

로는 음식물 섭취, 스마트폰 사용, 문자메시지 작성, 전자기기 사용, 

공조장치 등 차량 내 장치 조작, 라디오/CD 조작, 물건정리 및 찾기, 

흡연, 화장하기, 아이/애완견 돌보기, 글쓰기, 지도 등 인쇄물 보기, 

노래부르기[9] 외에, 뒷좌석 동승자와 사진찍기, 스마트폰 확인, 동승

자와 대화하기[10], 운전 중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것 등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행동과 

관련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여 자동차운행에 필수적인 행동요소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요소를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안전운전

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0여편의 관련논문 중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논문 32편을 선정 후 32편에서 운전행동과 운전 방해행동을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주행 중 운전자의 행동은 운전 필요행동과 주의분산을 

일으키는 불필요 행동으로 나뉜다. 

운전자의 필요행동은 손을 활용하는 행동, 눈을 활용하는 행동, 

발을 활용하는 행동으로 구분되며 손을 활용하는 행동에는 조향장치 

작동, 변속기 조작, 방향지시등 조작 등이 있으며 발을 활용하는 

행동으로 가속페달 작동, 감속페달 작동 등이 있고, 눈을 활용하는 

행동은 전방주시, 룸미러 및 사이드미러 확인 등이 있다.

운전 불필요행동은 조작적/물리적 주의분산, 시각적 주의분산, 청각

적/인지적 주의분산으로 나눌 수 있다. 조작적/물리적 주의분산은 

휴대폰 등 차량 내 미설치 전자기기의 조작 및 입력, 공조장치/거울/라

디오 등 차량 내 설치된 장치의 조작 및 입력, 운전과 관계없는 

필요/욕구 행동으로 나뉘며. 시각적 주의분산은 휴대폰 등 차량 내 

미설치 전자기기의 조작 및 입력을 위한 시선이탈, 공조장치/거울/라디

오 등 차량 내 설치된 장치의 조작 및 입력을 위한 시선이탈, 운전과 

관계없는 운전자의 필요/욕구 행동을 위한 시선이탈, 지도보기 등 

운전정보 습득을 위한 시선이탈로 구분한다.  청각적/인지적 주의분산

은 휴대폰 통화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인지부하, 운전과 관계없는 

운전자의 필요/욕구 행동을 위한 인지부하, 동승자와 대화 등 상호작용

으로 인한 인지부하로 구분되어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행동은 위의 

10가지 분류에 해당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주의분산 유발하는 요인으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행

동과 차량 외부에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내외 논문에서 조사된 차량내부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동은 다음의 표와 같다.

Disturbing activity in the vehicle 

Manual/Physical 

Distraction
Visual Distraction

Auditory/Cognitive 

Distraction

Disturbing activity Disturbing activity Disturbing activity

Eating and Drinking Reading(map) Talking on the phone

Holding a cell 

phone, Smart 

phone use

Watching TV/DMB
Talking to 

passengers

Message
Looking at smart 

phone
Daydreaming

Electronic device 

use

Electronic device 

use

Cognitive decline by 

drowsy, drug, alchol

In-vehicle control 

(air-conditioning 

system)

In-vehicle control Baby/Dog care

Navigation control
Navigation control 

and checking

Electronic device 

use with voice 

commands

Cd/Radio/DMB 

control

CD/Radio/DMB 

contrl
Smart phone use

Reaching, finding, 

moving object
Baby/Dog care

Listening and 

focusing on the radio

Smoking
Reaching, finding, 

moving object
Writing

Grooming Grooming Singing

Baby/Dog care Personal Hygiene Baby/Dog care

Writing Writing

Selfie with friends in 

the backseat

Selfie with friends 

in the backseat

Table 1. Driving disturbing activity of the driver in the vehicle

또한 차량외부에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은 시각적 방해

행동, 청각적/인지적 방해행동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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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은 보행

자 확인, 도로 표지판 보기, 공사 중인 도로 주의하기[11] 등이 있다. 

그리고 청각적/인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은 주변차

량 경적소리 또는 앰뷸런스 소리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주의분산[12] 

등이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의 운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 100여편의 관련논문 중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논문 32편을 선정 후 32편에서 운전행동과 운전 방해행

동을 분석하였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자체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동차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중 방해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요인이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는지를 입증하고자 하였

다.

운전자의 운전 중 방해행동을 통해 밝혀진 점은 향후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같은 운전자의 주의분산을 유발하는 장치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내용의 입증을 뒷받침하고, 

운전자가 운전 중 이들 기기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연구로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방해 행동

을 측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기기, 관리기기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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