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Because elderly drivers are more prone to becoming confused when approaching an urban intersection and thus may yield
prolong judgment and decision times than non-elderly drivers, to increase the comfort and safety of the intersection environment for elderly
drivers, this study applied autonomous driving tests at an urban intersection to examine their driving characteristics.  

METHODS : To obt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riving features, this study collected drive data of non-elderly drivers and
elderly drivers via an autonomous experiment using OBD2 and an eye-tracker, in addition to performing a literature review on the measured
visibility range of elderly drivers at intersections. Thi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general knowledge of elderly drivers
having relatively reduced visibility. Additionally, as they are commonly more vulnerable,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elderly drivers
as compared to those of non-elderly driver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pheral visible distance of elderly drivers is reduced as
compared to that of non-elderly drivers; 2) elderly drivers approach and proceed through intersections at slower speeds than non-elderly drivers;
and 3) elderly drivers yield increased driving distances when performing a right or left turn as compared to non-elderly drivers as a result of
their reduced speed and acceleration and larger turning radii relative to non-elderly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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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2010~2015년) 세계 인구증가율은 1.1%인데 반

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0.50%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장래 인구 예측보고서에 의하면 장래 2030~2035

년의 세계인구증가율은 0.7%로 증가하나, 우리나라는

-0.1% 수준으로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

계청, 2015).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2015년 13.1%, 2026년 20.8%로, 2060년에

는 40.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율이 7.0% 이상~14.0% 미만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 고, 2017년에는 14.0%~20.0% 미

만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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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향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

령운전면허 소지자수는 2010년 129만 명에서 2014년

에는 207만 명으로 연평균 12.5%로 크게 높아졌으며,

고령운전자의 면허소지자 비율도, 2010년 23.8%에서

2014년 32.6%로 증가되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율

(2010~2014년) 4.0%보다도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서, 신체적 기능저하 및 복잡한 교통환경에서의 상황판

단 능력과 그에 따른 시각적 측면, 인지반응 및 순간 대

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교통사고의 주

요한 증가요인이 될 수 있어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교통

안전 관련대책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

다(도로교통공단, 2012).

특히 도로상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275건 중 9,234건(45.5%)은 교차

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중에서도 교차로 구간에서의 교통

안전 대책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고령운전자가 운전 중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도

시부교차로의 경우는 고령운전자의 주행판단 능력과 의

사결정 시간이 가장 긴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

험성은 단일로와 비교 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교차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자율적 주행실험을 통해, 도시부 교차로

구간에서 주행 시 나타나는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파악

하고 취약한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

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고령운전자가 교차로구간 주행 시 어떠한 특성을 보

이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자율적 주행실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차로의 주행

자료를 수집하 다. 다음으로, 기존문헌 검토단계에서

고령운전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고려하여, 주행 중에 나

타나는 고령운전자가 바라보는 교차로의 범위를 수집

하 다. 위 수집 자료는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운

전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집하여 비교 분석도 가능하

도록 하 으며, 이러한 비교분석과정을 통해 고령운전

자가 교차로구간의 주행에 있어서 일반운전자에 비해

부족한 특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

고령운전자는 신경계와 사고과정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복잡한 교통상황에서의 순간 대처능력을 저하시키

는 원인이 된다. 또한 근육운동의 저하는 반응시간의 지

연으로 나타난다. 더디고 느린 반응시간과 함께 감각운

동 협응성에서의 효율성 저하는 자동차 운전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은 개인별 차

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신체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국토교통부, 2011)과같다.

2.2. 고령운전자의 주행특성

2.2.1. 주행속도

도로교통공단(2005)의 주행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행

속도 측면에서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보다 낮은 주행

속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 고, 평균 22km/h의 주행

속도 차이가 발생하 으며, 이는 고령운전자의 시력 및

Table 1. Features of Olde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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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e substance

G
e
n
e
r
a
l

Physical
attribute

- Sight : decrease of discernment of
contrast and sight area

- Hearing :weakened hearing and ability to
discern sounds

Perception
&

Reaction

- Increase of perception-reaction time :
increase of spending time to react to
perceived information

- Decrease of attention:decrease of selective
attention, power of concentration to
important in diverse information and
decrease of multiple attention

- Decline of memory : disability of memory,
perception, and solving problems

Transportation
al feature

(As a driver)

- Sight : decrease of power to recognize
details of non-moving targets and
disability to discern colors

- Perception : Increase of perception-
reaction time, confusion to make a
decision because of weakened shortterm
memory, and disability of perception in
situations changing speed

- Reaction : Increase of perception-reaction
time and increasing time to reaction in
2~3 times of continuous information

Ref : www.molit.go.kr, 2011,Traffic safety countermeasures for the
elderly considering traffic accidents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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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반응 시간 증가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향인 것

으로 판단된다. 

2.2.2. 차로변경 및 교차로

도로교통공단(2005)의 실험결과, 차량 간의 안전거리

평가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

지만 긴급 상황의 대처 시 일부 고령운전자는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하는 등의 실수를 보 다. 

또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7)의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좌회전 결정까지

의 소요시간이 15.79초로 25세 이하 운전자의 10.81초

보다 약 5초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통공단(2008)의 적성검사 및 실차주행실험 결

과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작동시

키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로변

경 및 차량 정지 시에는 고령운전자들이 급정지, 정지선

준수 불이행 등 적절하지 못한 정지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에서의 향 등은 고령운전자가 교차

로 주행 시 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체적 특성과 인지반응 등의 향 등은 고령운전자의

사고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결과이다.

2.3. 연구의 착안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고령운전자의 신

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상황과 접한 연관이 있었다

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결함은 특히, 교차로

구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서 본 연구에

서는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인 인지-반응 저하 등을

반 하여 도시부 교차로에서 고령운전자가 주행 시 나

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정확한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두 집

단으로 분류하여 실제 주행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고자 하 다. 이는 향후 교차로의 수, 차로의

폭, 종단경사, 교차로 너비, 우회전 시 가각부의 반경,

교차로와 교차로간의 간격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로의 기하구조 제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시

력감퇴로 인한 시인성 등의 저하와 시야각의 감소로 인

한 시야 확보의 감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차로의 기

하구조 개선방향이 제안될 수 있다. 

3. 교차로 주행특성 자료 수집
3.1. 주행특성 자료 수집 방법

주행특성 자료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

소 피실험 인원인 30인을 기준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고령운전자 30인, 일반운전자 30인의

총 60인을 모집,선발하 다(일반운전자 평균 40.6세,

고령운전자는 평균 69.8세, 운전경력은 일반운전자는

평균 15.2년, 고령운전자는 평균 33.9년).

조사는 2015년 8월 17일(월)부터 2015년 8월 23일

(일)까지 일주일 간 오전 08시부터 18시로 설정하 고,

조사차량은 중형 승용차(로체, 아반떼)로 주중₩주말 교

통특성을 고려하여 수집하 다.

피실험 대상자들이 주행한 전체 주행루트는 굵은 실

선의 Fig. 1과 같다. 

본조사에서활용한장비는On-Board Diagnostics(이

하 OBD2)와 Eye-Tracker로, OBD2는 조사차량인 승용

차 내부에 탑재하 고 Eye-Tracker는 참여한 피실험자

가직접장착하 다. 다음 Fig. 2는 OBD2의장치를승용

차내부에설치한모습이다.

Fig. 1 All Driver’s Route of Driving Test

Fig. 2 Data Collecting Equipment of This Study (O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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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2의 장치에서는 위도, 경도와 같은 차량 위치에

대한 정보와 속도, 가속도와 같은 주행차량의 속도에 대

한 자료, 핸들 각도, 페달작용 여부와 같은 운전자의 차

량 작동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 다. OBD2장치의 자

료 수집은 0.25초부터 3초까지 다양한 주기로 수집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0.25초 단위로 수집하 다.

OBD2장치의 자료수집화면은 Fig. 3과 같고 수집된 자

료의 raw data 형태는 Table 2와 같다.

Eye-Tracker는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야와 그 각도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장치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측면에서 교차로구간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각도를 분

석하기 위해 활용하 다.

Fig. 4와 Fig. 5는 운전자가 Eye-Tracker장비를 착

용한 상황에 대한 그림과 Eye-Tracker의 화면이다.

3.2. 주행특성 자료의 가공 및 보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장비 중 OBD2는 GPS를 기

반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장비로서 Fig. 2, Table 2

와 같이 속도, 가속도, 위도, 경도, 페달정보와 같이 조

사차량의 운행정보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GPS 좌표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여기서, 조사차

량의 운행정보는 조사차량의 역학적 정보를 OBD2장치

가 직접 계산하여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취득한 자

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GPS자료는 인공위

성의 배치상황에 따른 기하학적인 오차와 구조적 요인

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수집결과 자료에 오차가 일부 존

재한다. 실제적으로 교차로 기하구조의 도로상에서 차

량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에는 Fig. 6과 같이 오차거리가

Fig. 3 Component of OBD2 Equipment

No. Date Latitude Longitude
Current
speed

RPM
Acc
Pedal

Foot
Brake

Angle
of

handle

1 2015-08-00 0 0 0 1209 0 OFF 5

2 2015-08-00 0 0 19 918 0 OFF 4

3 2015-08-00 0 0 20 870 19 OFF 4

4 2015-08-00 0 0 20 1192 19 OFF 2

5 2015-08-00 0 0 20 1437 16 OFF 3

6 2015-08-00 0 0 20 1475 0 OFF 5

7 2015-08-00 0 0 20 1205 0 OFF 13

8 2015-08-00 0 0 21 941 0 OFF 39

9 2015-08-00 0 0 21 814 0 OFF 66

10 2015-08-00 0 0 21 797 0 OFF 86

11 2015-08-00 0 0 21 798 0 OFF 104

12 2015-08-00 0 0 21 900 28 OFF 111

13 2015-08-00 0 0 21 900 28 OFF 111

14 2015-08-00 0 0 21 1331 0 OFF 121

15 2015-08-00 0 0 21 1331 0 OFF 121

16 2015-08-00 0 0 23 957 0 OFF 86

17 2015-08-00 0 0 23 957 0 OFF 86

18 2015-08-00 0 0 24 830 0 OFF 37

19 2015-08-00 0 0 24 830 0 OFF 37

20 2015-08-00 0 0 26 798 0 OFF 34

Table 2. Example of Raw Data Form of OBD2 Equipment

… … … … … … … … …

Fig. 4 Data Collecting Equipment of This Study 

(Eye-Tracker)

Fig. 5 Screen of Eye-Tracker

Fig.4, Fig.5 (Ref:HumanFIRST in University of Minnesota
(http://www.humanfirst.um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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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존재하므로, 오차에따른보정이필요한것이다.

OBD2 자료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0.25초 단위로

수집되어 수집 위치를 연결하면 주행궤적의 형태로 나

타낼 수 있다. 반면, GPS의 위성오차로 인해 그 궤적이

보행로 위 혹은 교통섬이 존재하는 경우 교통섬 위로 나

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에 참가한 운전자와 동승한 조사자는 우회전 시 차량 내

부에서 센서형 거리 측정장치를 통해 도로외곽 부분의

연석과의 거리를 추가로 수집하 으며, 수집된 두 자료

를 토대로 하여 주행궤적은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하고, 교차로 내 주행궤적의 위치 등은 추가 수집한 거

리측정을 통하여 보정하 다. 우회전 주행궤적의 보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Eye-Tracker 장치의 경우는 운전자가 얼굴이 바라보

고있는중심점을기준으로시야의움직임(Movement)을

수집한다. 이 경우 운전자의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OBD2장치를 통해 수집한 자료

와의연결을위한자료의가공이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상 평면 위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 는데, 본래 장치의 수집

결과가 지면에 수직인 평면의 시야집중도 및 시야의 움

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전

체에 운전자의 시야가 닿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다음 과

정을 수행하여 기존 수집자료 등을 가공하 다.

3.2.1. 주행 위치별 눈동자 움직임 자료 구분

먼저, Eye-Tracker의 원시적 자료를 기반으로 Fig.

7과 같이 OBD2자료의 각 수집 시간에 대해 눈동자의

움직임을 공간적으로 표현하 다. Fig. 7을 예로, 본래

전체 시간에 대한 눈동자의 움직임이 수집되지만, 출발

지점부터 교차로 구간을 빠져나갈 때까지 ①~⑦ 지점

에 대한 눈동자 움직임을 구분하 다.

3.2.2. 눈동자 움직임 자료와 주행궤적과의 접목

다음으로, OBD2자료에서 수집한 차량의 주행방향에

따라 Eye-Tracker에서 수집한 자료를 Fig. 8과 같이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의 얼굴방향에 맞게 접목시켰다.

Eye-Tracker 장비의 자료 수집은 조사장비가 고정

된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원리이나, 본 분석의 경우

에는 조사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Eye-

Tracker 자료를 보정하 다. 예를 들어, Fig. 8에서 점

선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머리의 방향에 따라 ①~⑦지

점의 Eye-Tracker 눈동자 움직임의 수집결과로부터

회전방향을 보정하 다.

Fig. 6 Correction of Right Turn Trajectory

Classification of driving direction and sight direction in intersection

①0~0.25sec ②0.25~0.50sec ③0.50sec~0.75sec ④0.75sec~1.00sec

⑤1.00~1.25sec ⑥1.25~1.50sec ⑦1.50~1.75sec Total

Fig. 7 Spatial Expression of Eye-Tracker Data (Example)

Fig. 8 Application of Driving Direction of Test Vehicle 

and Driver’s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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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교차로 내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공간의 표현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해 각 위치에서 발생하는 시야

의 분포 등을 교차로 내에 공간적으로 표현하 다. 공간

적 표현은 먼저, 교차로의 각 위치에서 수집된 운전자의

시야를 Fig. 9와 같이 일정픽셀(pixel)로 구분하 다.

다음으로 [Step 1], [Step 2]에서 구분한 각 위치별 시

야의 움직임에 따라 각 픽셀(pixel)에 운전자의 시야가

닿는 시간을 측정하 다. 예를 들어 Fig. 9의 ④번 위치

에서 0.25초간 시야의 움직임이 파란색공간과 같이 표

현되고 그때 파란색공간과 닿는 픽셀(pixel)은 시야의

움직임에 따라 시야가 닿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때,

①~⑦번 위치의 모든 점유시간을 더하면 우측의 컨터

맵(contour Map)형식으로 표현된다. 이 때 점유 공간

의 구분은 0.3sec단위로 설정하 다. 

이렇게 구축한 컨터맵(Contour Map)은 시각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지만, 수치적 분석의 한계가 있어

낮은 범례인 0.0sec~0.3sec를 가중치 1로, 가장 높은

범례인 1.5sec 이상을 가중치 6으로 가정하고 개략적으

로 수치적인 비교를 진행하고자 하 다. 더불어, Fig.

10과 같이 Map의 역을 대향방향, 좌측방향, 우측방

향을 바라보는 시야로 구분하고, 위에서 설명한 수치분

석을 수행하 다.

3.3. 주행특성 자료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운 중인 교차로 구

간을 대상으로 주행특성 자료를 수집하 다. 한 가지,

본 연구에서 고려한 것은 조사대상 교차로 구간을 사전

에 설정하지 않고 피실험자의 자율적인 주행루트를 통

해 주행특성 자료를 수집하 다는 점이다. 자료수집에

서 자율적 주행을 선택한 이유는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

으로 주행토록 하여 운전 주행 시 연구에 대한 의식을

최소화 하여 보다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자

율적인 주행에 따라 수집한 현장조사 자료수집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일반운전자 30인, 고령운전자 30인이

총 1,758회 교차로구간에 접근한 것으로 수집되었다. 

이 중 직진은 588회, 우회전은 686회, 좌회전은 484

회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시간동안의 교차로

구간에 접근한 자료수집 결과, 고령운전자는 794회, 일

반운전자는 964회로 나타나 고령운전자의 교차로 접근

횟수가 일반운전자보다 다소 작게 수집되었다. OBD2

장비로수집한자료의기초통계량은Table 4와같다.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96

Fig. 9 Making Method of Drivers’Sight Contour Map

Fig. 10 Definition of Area of Drivers’Sight Contour Map

Definition of area of direction
Definition of weight value

Color Definition Weight

0.0~0.3sec 1

0.3~0.6sec 2

0.6~0.9sec 3

0.9~1.2sec 4

1.2~1.5sec 5

1.5sec~ 6

Table 3. Collected Data of Field Survey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 drivers Total

No. of subject 30 30 60

Straight 366 222 588

Right turn 295 291 686

Left turn 203 281 484

Approach to
intersection

964 794 1,758

Table 4. Basic Statistics of Collected Data from OBD2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
drivers

Total
No. of

samples

Velocity
(km/h)

Ave. 31.3 27.7 29.5

1,758

Var 6.5 5.0 5.3

Max 43.1 41.9 43.1

Min 21.7 21.5 21.5

Acceleration
(km/h2)

Ave. 3.6 2.4 3.2

Var 0.7 0.5 0.5

Max 4.5 4.4 4.5

Min 2.7 1.9 1.9

Steering angle
of handle

(。)

Ave. 3.1 -10.8 -3.9

Var 153.0 157.7 154.2

Max 517 530 530

Min -523 -53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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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운전자의 교차로 주행특성 결과 분석

고령운전자의교차로주행특성분석은세가지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로, OBD2

장치를 통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속도와 주행거리에 대

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속도 Profile을 작성하 다.

속도 Profile로는 교차로에서 주행하는 고령운전자가

일반운전자와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를분석하 다. 

다음으로는 교차로 주행 시에 나타나는 고령운전자의

시야를 컨터맵(Contour Map)으로 작성하고 일반운전

자와 시야의 범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

석하 다. 고령운전자 주행 시의 시야 컨터맵(Contour

Map)을 통하여 교차로 내 주행 중 고령운전자의 시야

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일반운전자와 교차로 내 시야

의 범위를 비교하고자 하 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주행궤적의 범위를 작성하고 일

반운전자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 다. 다만

주행궤적 중 직진 시에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전반경의 측면

에서만 분석을 시행하 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분석에 대한 지표(index)를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4.1. 분석 시나리오의 구분 및 분석 기준의 정의

4.1.1. 분석 시나리오의 정의

주행실험에서 피실험자인 운전자가 주행한 교차로구

간의 평균 교통량은 2,528대/시 수준인 것으로, 교차로

의 서비스수준은 LOS C~D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

정체 없이 주행실험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

차로는 모두 신호 교차로로서 주방향, 부방향이 모두 직

진 후, 좌회전의 순서로 운 되는 곳과 한 방향이 직진

후 좌회전, 다른 방향이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로 진행되

는 두 가지의 신호현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는 신호현시의 향을 받는 바, 분석과정에서 신

호현시에 대한 내용을 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도로의 기하구조 향 크기도 주행실험이

진행된 교차로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하구조에 따

른 시나리오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설명한 구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신호 현

시와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구분하여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신호교차로의 경우 각 교차로별 신호주기,

신호배분, 현시의 구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위해서는 신호현시를 일반화하여 그룹화할 필요가 있

다. 분석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현시가 조사차량이 위치

한 도로에 제공되는 현시일 경우와 조사차량이 위치한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에 제공되는 현시일 경우로 구분

하 다. 여기서 직진현시의 경우에는 안전운행 불이행

과 관련하여 교차로에 접근하여 정지할 경우와 교차로

를 통과하는 경우로 구분하 다.

도로 기하구조의 경우에는 조사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기하구조의 형태에 따라 분석 시

나리오를 구분하 다. 직진주행의 경우, 반대편 교차로

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하구조에 따른 시나리오 구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회전의 경우에는 좌회전 전용

차로가 제공되는 경우와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

다. 우회전의 경우는 도류화가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진행을 위

한주행특성분석의시나리오구분은Table 5와같다.

구분한Table 5의각시나리오는시야특성을분석하는

데적용하 다. 나머지주행속도와회전반경에대한분석

에서는 신호현시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았다.

Driver’sight
angle
(。)

Ave. 124 106 115

Var 10.4 16.5 11.7

Max 142 138 142

Min 97 91 91

Stopping Pedal
reaction time

(sec)

Ave. 1.85 2.42 2.05

397

Var 0.21 0.39 0.26

Max 1.71 2.61 2.61

Min 1.60 1.87 1.60

Starting Pedal
reaction time

(sec)

Ave. 1.59 1.98 1.73

Var 0.18 0.32 0.26

Max 1.47 2.14 2.14

Min 1.38 1.53 1.38

Channelization
right turn Offset

(m)

Ave. 0.70 1.17 0.95

351
Var 0.12 0.16 0.00

Max 1.46 1.38 1.46

Min 0.04 0.08 0.04

Non-
channelization
right turn Offset

(m)

Ave. 0.25 0.42 0.33

335
Var 0.04 0.06 0.05

Max 0.53 0.50 0.53

Min 0.01 0.03 0.01

Radius of
additional left
turn lane(R)

(m)

Ave. 23.4 23.5 23.5

224
Var 3.8 3.7 3.8

Max 27.0 29.3 29.3

Min 12.3 12.8 12.3

Radius of 
non-additional
left turn lane(R)

(m)

Ave. 27.5 30.2 29.0

260
Var 3.9 3.7 3.8

Max 30.0 32.6 32.6

Min 13.7 14.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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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의경우에는현시순서나주행도로, 교차도로현

시에 관계없이 주행 시작 때와 변동 없이 비슷한 형태로

주행한것으로나타났고, 회전반경또한선행현시의상충

방향에관계없이회전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4.1.2. 분석 기준의 정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앞서 연구의 결과와 비교

할 척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교차로

구간의 주행특성은 인적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

는 구간이므로, 참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값을 마련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교통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므로 10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의 기준 값으로 가정

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본연구수행의실험에참여한60인의피실험대상자중

10년이상무사고경력이있는운전자는 4명인것으로나

타났다. 연구결과의분석에앞서이4명과일반운전자그

룹, 고령운전자그룹의차이를우선적으로분석하 다.

세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 - test)의 사후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 분석

은 세 그룹의 유의성을 검토하여 비슷한 그룹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 그룹의 유의성을 검토

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 다.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속도, 우회전 회

전반경, 좌회전 시야 값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6, Table 7, Table 8과 같다. 분석 결과 세 종류의 분

석결과 모두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와

일반운전자 그룹은 유사한 그룹으로, 고령운전자 그룹

은 무사고경력 그룹과 차이가 있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일반운전자 그룹의 값을 안전성

이 가장 높은 값으로 가정하고 고령운전자의 주행특성

을 비교 분석하 다.

4.2. 진행 방향별 속도 Profile 작성 및 분석

4.2.1. 직진

Table 5. Scenario List of Old Driver’s Driving Feature

Scenario Straight Left turn Right turn

Scenario 1
Approaching
intersection,

Stop
- -

Scenario 2
Passing
crossing 

- -

Scenario 3 -

Additional left turn
lane offered
Conflict with
phase of sub

direction

-

Scenario 4 -

Additional left turn
lane offered
Conflict with

phase of main
direction

-

Scenario 4 -

Additional left turn
lane not offered
Conflict with
phase of sub

direction

-

Scenario 6 -

Additional left turn
lane not offered
Conflict with

phase of main
direction

-

Scenario 7 - - Channelization

Scenario 8 - -
Non-channelization,
Conflict with phase
of sub direction 

Scenario 9 - -
Non-channelization,
Conflict with phase
of main direction

Table 6. Result of ANOVA-test of Driving Speed

Group
No. of

samples

Sub group of 95% reliability 

1 2

No accident
with 10 years

4 0.17 -

General drivers 28 0.12 -

Older drivers 28 - -0.83

p - .163 0.756

Table 7. Result of ANOVA-test of Radius of Right Turn

Group
No. of

samples

Sub group of 95% reliability 

1 2

No accident
with 10 years

4 2.13 -

General drivers 28 1.98 -

Older drivers 28 - 4.12

p - .093 0.164

Table 8. Result of ANOVA-test of Sight of Left Turn

Group
No. of

samples

Sub group of 95% reliability 

1 2

No accident
with 10 years

4 4.3 -

General drivers 28 4.8 -

Older drivers 28 - 1.1

p - .362 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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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주행에 대한 분석은 교차로구간 정지선에

서 정지한 차량이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주행과

접근로를 통해 교차로에 접근하여 정지신호로 인해 교차

로에서 정지하는 주행에 대해 분석하 다. 직진주행에서

는 감₩가속 없이 신호연동으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는연속류형태로교차로를통과하기때문이다.

교차로접근 직진상황에서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의 속도 Profile은 Fig. 11과 같이 분석되었다. 

두 집단 모두 일정 속도로 주행하다가 등감속 운동을

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속 이전의 운동

속도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속 이후의 두 그룹의 속도 Profile은 가

속도 크기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을 보면, 고령운전자의 속도 추세선에 따르면,

가속도의 기울기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다소 작은 값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속운동 이전의 추세선은 고령운

전자와 일반운전자가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 상태인 운전자가 교차로 직

진신호점등이후교차로를통과하는상황의속도Profile

은 Fig. 12와 같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은 앞서 분석한 교차로에 접

근해서 정지하는 형태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접근상황은 반대로 등가속도 운동으로 일정속도에 다다

른 후 그 이후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속 완료 후와 가속상태의 속도 Profile을 구분하여 분석

하면, 고령운전자의 가속도의 크기가 일반운전자에 비

해 작고, 가속시간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행

신호 점등 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을 때까지의 반응

시간은 Fig. 12의 추세선의 시작 위치를 고려하면, 고령

운전자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도시부 교차로라는 점에서 실

험에 참여한 운전자가 교차로 선행차량일 경우는 분석

한 속도 Profile의 추세로 나타났지만, 후행 차량 위치

에서 주행을 시작한 경우는 가속도의 크기가 Fig. 12에

서 나타나는 추세선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우회전

교통섬을 이용한 도류화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속도 Profile은 Fig. 13

과 같이 작성되었다. 진출부, 회전부, 진입부 중 회전부

의 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구간에서

고령운전자의 속도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고령운전자의 속도가 일반운전자의 속도보다
Fig. 11 Driving Speed Profile of Vehicle Approaching 

Intersection

Fig. 12 Driving Speed Profile of Vehicle Passing 

Intersection

Fig. 13 Driving Speed Profile of Right Turn in 

Channelization Intersection

2017.2논문-교통  2017.2.14 1:1 PM  페이지99   프린텍1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100

전체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차량의 주행상태에

서 회전 시 속도가 높을수록 회전 반경이 높게 나타났

다. 이것은 기하구조 설계기준에서 또한 속도가 높아질

수록 곡선반경을 높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때문에, 다음 항에서 회전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에 앞서 우회전의 주행궤적은 일반운전자의 회전반경

궤적이 고령운전자의 회전반경궤적에 비해서는 다소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도류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고령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의 속도 Profile은 Fig. 14와 같이 분석되었다.

비도류화 교차로에서는 앞선 도류화 교차로와 마찬가지

로 고령운전자의 속도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3. 좌회전

좌회전 부가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주행을

하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속도 Profile은 Fig.

15와 같이 작성되었다. 이 그래프의 추세선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가 모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지상태에 있던 실험차량이 좌회전 신호 제공

에 따라 가속 운동을 하며 좌회전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좌회전 부가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서 좌회전의 주행을 하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속도Profile이 Fig. 16과 같이 분석되었다. 고령운전자

의 속도는 일반운전자에 비하여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가속도의 크기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정

지 상태에서 유사한 가속도로 좌회전 주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좌회전 시의 속도의 크기 또한 유사한 것으로 판

단된다.

4.3. 교차로 주행 시 고령운전자의 시야 분석

Eye-Tracker장치를 활용하여 수집한 운전자의 시

야에 대한 자료를 가공하여 컨터맵(Contour Map)형태

로 구축하고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간의 차이를 비

Fig. 14 Driving Speed Profile of Right Turn in Non-

channelization Intersection

Fig. 15 Driving Speed Profile of Left Turn with Intersection 

Offered Additional Left Turn Lane

Fig. 16 Driving Speed Profile of Left Turn with Intersection 

not offered Additional Left Turn Lane

Fig. 17 Definition of Area of Drivers’Sight Contou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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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검토하고자 하 다. 컨터맵( Contour Map)을 수치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앞의 3.2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

이 낮은 범례의 1수준에서 높은 범례의 6수준까지 지표

를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 다. 이 때 작성된 컨터맵

(Contour Map)을 4분면으로 나누면, Fig. 17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 시각적인 분석 외에 바라보는 방향별

로 지표(Index)를 구축하여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

의 시야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 다.

4.3.1. 직진

직진 주행의 경우 일반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시야는

대향방향의 직진차로와 좌측 부방향에 높은 시간동안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야의 움직임을 고려

하면, 정지 상태에서 좌측의 부방향 도로를 먼저 바라보

고 대향방향과 주행경로 방향에 시야를 집중하고 주행

하는 형태이다. 

두 운전자의 집단은 시야의 움직임은 유사하지만 시

야의 분포와 각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방향 도로를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가 Fig. 18에

서는 일반운전자의 경우 주황색의 높은 도가 집되

어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는 시야는 부방향을 바라

보며 노란색의 비교적 작은 도가 존재한다. 이것은 두

집단의 좌측 하단의 주황색 역의 기울기를 보아도 확

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운전자의

경우 주황색 도의 역이 부방향 차로를 향하고 있지

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대향 방향의 도로 모퉁이를 향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대향방향의

직진차로를 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직진 주행 시 확보하고 있

는 시야의 각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하여 정지할 때까지의 운전자

의 시야형태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가 다소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9는 접근

로를 통해 주행한 운전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때

까지의 운전자의 시야 도를 표현한 컨터맵(Contour

Map)이다. 

여기서, 정지할 때까지의 두 운전자 그룹은 모두 대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운전자 그룹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동일하지

만, 그 역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19의 일반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시야

도를 비교하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에 비해 넓은

범위에 대해 높은 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는 맞은편 주행경로를 확인하는 정

도의 다소 협소한 시야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9.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Straight-Passing)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31 52

Left side of
intersection

29 27

Right side of
intersection

8 8

Fig. 18 Drivers’Sight Contour Map while Passing 

Intersection (Stop→Running)

Table 10.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Straight-Approaching)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72 53

Left side of
intersection

8 8

Right side of
intersection

8 8

Fig. 19 Drivers’Sight Contour Map while Approaching 

Intersection (Running→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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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는 두 운전자 집단의 시야

도의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0에서는

역시 두 운전자의 시야 도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운

전자의 경우 부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로를 고령운전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들여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령운전자도 동일 방향의 시야 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바라보는 시야의 각도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작아 부방향 도로에서 접근하는 모든 차량을 확인하기

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통사고 자료의 분석 결과, 우회전 시 부방향에서 접

근하는 차량의 충돌이 고령운전자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Fig, 20

에서와 같이 나타나는 부방향 도로방면의 작은 시야각

이 사고비중을 높이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우회전 도류화 교차로에서는 대향방향 좌

회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방향의 차로만 확

인하는 시야 도가 Fig. 21과 같이 형성되었다. 마찬

가지로 고령운전자의 시야각이 일반운전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부방향 접근 도로에 대한 고령운전자의

시야 도 또한 일반운전자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4.3.3. 좌회전

좌회전 상황에서 두 운전자 집단은 Fig. 22와 같이

부방향 양측의 접근 차량과 대향방향 직진차량을 모두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일반운전자의 경

Table 11.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Right turn-Non channeliz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32 27

Left side of
intersection

49 31

Right side of
intersection

21 11

Fig. 20 Drivers’Sight Contour Map while Right Turn 

with Non-channelization Intersection

Table 12.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Right turn-Channeliz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8 8

Left side of
intersection

63 57

Right side of
intersection

8 8

Fig. 21 Drivers’Sight Contour Map while Right Turn 

with Channelization Intersection

Table 13.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No additional left turn lane-Preceding 

phase of cross direc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21 17

Left side of
intersection

36 19

Right side of
intersection

31 21

Fig. 22 Drivers’Sight Contour Map while Left Turn 

without Additional Left Turn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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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좌측의 부방향 도로, 우측의 부방향 도로 및 대향

방향까지 시야확보를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와 비교하면, 넓은

범위에 대한 시야확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좌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

의 시야는 Fig. 24와 같이 분석되었다. 일반운전자의

경우 대향방향의 접근 차량과 더불어 신호기가 위치한

지점 부근을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운전

자의 경우 한 지점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형태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의 경우 부

방향에 대한 시야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율적인 주행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좌회전 차로가 설치

된 교차로에서의 현시가 주방향 직진 후, 좌회전인 형식

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4. 교차로 주행 시 고령운전자의 주행궤적 분석

4.4.1. 우회전

비도류화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고령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의 주행궤적은 Fig. 25와 같이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우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접근 시, 차로의 좌

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접근하고, 일반운전자는 우

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운전자의 우회전 회전반경은 유사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도류화 교차로 주행궤적의 경우 다소 특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일반운전자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 주행을 하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우회

전 시 도류화의 교통섬에 가깝게 붙어 접근한 뒤 회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Fig. 26과 같이 회전

반경궤적은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는 차이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모두 완만한 회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No additional left turn lane-Preceding 

phase of opposite direc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41 34

Left side of
intersection

36 19

Right side of
intersection

31 21

Fig. 23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in Opposite 

Direction (No additional left turn lane)

Table 15. Sight Index of Drivers’Directional Sight

(Additional left turn lane-Preceding phase 

of cross direction)

Classifica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Opposite direction 56 54

Left side of
intersection

13 8

Right side of
intersection

8 8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Fig. 24 Drivers’Sight Contour Map while Left Turn with 

Additional Left Turn Lane

Fig. 25 Right Turn Trajectory with Non-channelization 

Intersec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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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좌회전

좌회전 회전 시의 경우는 Fig. 2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운전자의 회전궤적이 고령운전자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보다 더 중앙

선에 가깝게 붙어 회전을 시작하고 큰 곡선반경으로 회

전한다. 주행궤적으로 유추하면 고령운전자의 차량의

각도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더 빨리 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부방향의 차량접근 정보를 고령

운전자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더 적게 수집한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좌회전 전용차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일반운전

자와 고령운전자의 좌회전 주행궤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연령대별 특성보다는 시야

와 관련한 고령운전자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8은 일반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좌회

전 전용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회전 시 나타는 평균

주행궤적이다.

4.5 고령운전자의 주행특성 통계적 차이점 검증

본 절에서는 일반운전자와 비교한 고령운전자의 분석

항목에 대해 t-test를 수행하고 통계적으로 일반운전자

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 다.

검증의 가설은 일반운전자의 수집항목과 고령운전자

의 수집항목이 같은 것으로 설정하 으며, 각 항목에 대

한 분석결과는 Table 16과 같다. 분석결과, 직진주행에

Fig. 26 Right Turn Trajectory with Channelization 

Intersection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Fig. 27 Left Turn Trajectory without Additional Left 

Turn Lane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Fig. 28 Left Turn Trajectory with Additional Left Turn

Lane

General drivers Older drivers

Table 16. Result of T-test of Older Drivers’Driving 

Feature (Older drivers-General drivers)

Direction Classification Subsection
Mean

difference
t-value p

Straight

Approaching
intersection

Driving
speed

-2.8 -1.033 0.302

Acceleration -1.4 -2.706 0.007

Passing
intersection

Driving
speed

-0.4 -0.936 0.350

Acceleration -1.6 -14.698 0.001

Reaction
time

0.39 -7.122 0.001

Right
turn

Channelization
intersection

Driving
speed

-2.3 -3.648 0.001

Offset 0.47 -41.847 0.001

Non-
channelization
intersection

Driving
speed

-2.0 -2.173 0.031

Offset 0.17 -0.117 0.907

Left
turn

Additional left
turn lane

Driving
speed

1.8 -1.832 0.068

Radius 0.1 -0.532 0.595

No additional
left turn lane

Driving
speed

2.1 -1.577 0.116

Radius 2.7 -8.15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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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근₩통과 시의 가속도, 통과 시의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 그리고 도류화 교차로의 우회전에서 주행속도

와 offset, 비도류화 교차로에서의 주행속도, 좌회전 주

행 시 좌회전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고령운전

자의 회전반경이 일반운전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가 도시부 교차로 구간 주행 시

나타나는 주행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율적 주행실험

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주행속도 Profile에서는 고

령운전자의 주행속도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회전

시에는 선행차량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고령운전자의

회전반경이 일반운전자의 회전반경보다 크게 나타났

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가속도는 일반운전자의 가속

도보다 작게 나타나 고령운전자가 감₩가속하는 시간이

일반운전자들보다 길고 감₩가속하는 시간 동안 주행하

는 거리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

생하 다. 

다음으로 고령운전자의 교차로 시야와 관련한 분석을

수행하 다. 고령운전자는 교차로에서의 시야범위가 공

통적으로 일반운전자의 교차로 시야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분석결과 95%의 유의 확률에서 특

히 부방향을 바라보는 시야각도가 일반 운전자의 시야

각도보다 작게 분석되어 부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해 부방향에서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 고령운전자가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좌회전인 경우에는 주행 시 양측의 부방향과 대향방

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수집해야 할 방향이 많아

질수록 고령운전자의 시야 도와 시야 각도는 현저히

떨어져 일반운전자에 비해 자료취득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주행특성 자료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도시부

교차로 주행특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부방향에 대한

시거확보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주행에 필요한 자료 취득의 내용이 많아질수록

고령운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시거의 범위와 시야넓이

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독히 부방향과

의 충돌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도로주

행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류화 우회전

시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교통섬 측으로 가깝게 붙어 주

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류화 교차

로에서는 우회전 시 통계적으로 회전반경에는 크게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좌회전이나 도류화 교차

로의 우회전과 같이 회전반경이 큰 경우에는 일반운전

자의 회전반경과는 통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는 속도뿐만 아니라 가속도

또한 일반운전자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가속도가 작다

는 것은 그만큼 같은 속도를 낼 때 까지 긴 시간을 필요

로 하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고령운전자는 가속페달

의 반응시간이 일반운전자들에 비해 긴 것으로 분석되

어 가속시간 외 반응시간 까지를 고려하면 고령운전자

가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감속하여

정지할 때 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도시부 교차로의 주행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

하구조를 개선한다면 보다 뜻 깊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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