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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버스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에

치중하는 운수회사의 경영으로 무리한 운행시간 편성, 부적절한 운수종

사자 고용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인적요인, 자동차에 의한 요인, 그리고 도

로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운전자의 인적요인이 대부분인 93%

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로기하구조, 교통조건에 의한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

성요인과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 경향성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세 가지 유형의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평가하였다. 첫 번째 연구모형은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과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경향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고, 두 번째 연구

모형은 개인적 특성이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운전행동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세 번째 연구모형은 개

인적 특성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위

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요인,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

기록시스템과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등의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버스 운전자들의 위험운전행동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제한 제도의 도입과 안전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제

공 등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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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은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전심리 요인이

–0.63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운전능력 –0.17, 근로강도 0.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강도는 1회 운전시간초과가 0.90, 1일 근로초과일 0.78, 주

행시간 0.55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주행시간의 강도 보

다는 1일 또는 1회 집중적으로 장시간 운전한 운수종사자의 근로강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운전능력은 주의폭이 0.83, 주의전환 0.76, 정지거

리예측 0.54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운전심리는 정신증적 성향인 현실판

단이 0.81, 분노공격 0.71, 우울불안이 0.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신증적 또는 분노공격 성향의 신경증적인 사람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적심리가 나쁜 운전자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위험운전행동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영향력은 가장 큰 0.66으로 나타났다. 관측변수와 위험운전행

동과의 경로분석 결과는 급차로변경이 0.99, 과속 0.95, 급가속 0.89, 급감

속 0.79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좌측 또는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

하며 가속 또는 감속을 하는 급차로변경의 운전습관이 가장 위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행동을 매개변수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측

변수와 교통사고 경향성과의 경로분석 결과는 중상자수가 0.92, 사고건수

0.89, 법규위반 0.75, 벌점 0.71로 높게 나타났고 경상자수는 0.47로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요어 : 디지털 운행기록, 운전적성정밀검사,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경향성, 구조방정식
학  번 : 2012-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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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보급 확대는 이용자의 이동성과 편리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교

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대기오염 등 사회적 손실비용이

약 28조 6천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적 측면을 야기하고 있다(도로교통공

단, 2016).

국내 도로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9.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3명보다 1.77배 높아 여전히 교통안전 후진국에 머

무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7).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나,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드물게 발생하고(rare), 언제, 어떻게 일어

날지 알 수 없는 사건(random)이며 다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벤

트(multi-factor event)로서, 수많은 이벤트 중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

는 성격이 있다(한상진·박병정, 2005).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방식이 교통사고 원인규명 보다는 가해자 및 피해자 규명을 목적으

로 법규위반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위반 유형은 전체 사망

자의 68.8%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자 인적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7).

그러나, 국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도로 이용자의 인적요

인과 자동차에 의한 요인, 그리고 도로 요인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운전자 인적요인’이 대부분인 93%를 차지하며, 이는 ‘인적 단독요

인(57%)’과 ‘인적 요인과 도로 요인의 복합요인(27%)’, ‘인적 요인과 자

동차 요인의 복합요인(6%)’과 ‘인적 요인과 도로 요인, 자동차 요인의 복

합요인(3%)’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AASH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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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ASHTO(2010)

<그림 1-1> 교통사고 발생원인

구체적으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의 나이, 판단력, 운전습

관, 집중력, 피로감, 운전경력, 음주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

의 육체, 지각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빈번하게 실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치중하는

운수회사의 경영으로 무리한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 편성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운전자 역시 경쟁심리 발생 등으로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앞지르기 등 위험운전행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표 1-1> 교통사고 발생원인별 유발요인

발생원인 유발요인

인적 요인
· 나이, 판단력, 운전기술, 집중력, 피로감, 운전경력,
음주여부 등

차량 요인 · 정비·점검부족이 원인으로 구조장치, 부속품 결함

도로(환경적)요인
· 도로선형 조건, 횡단면, 교통제어시설물, 노면마찰,
신호체계, 날씨, 가시거리

자료 : AASHT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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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업용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46,582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220,917건 대비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760명이 발생하여 전체 사망자수 4,292명 대비

17.7%를 차지한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분석해 보면, 사업용운

전자가 5.5명으로 전체 1.7명 대비 3.2배나 높아 사고발생에 취약하다(도

로교통공단, 2017). 또한, 도로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도로에서의 교

통사고 치사율이 1.94이나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6.28로

3.24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사고시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높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율의 감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을 규명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 구득이 어려워

인적요인 분석 보다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운수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여건이 열악하

여 과학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운수회사를 관리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신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규정 적정성 및 이행확인 평가, 사고다발운수회사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및 점검 등 다양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

한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

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격관리, 위험운전행동 교정, 근로여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운수

종사자의 근로강도,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 등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통적인 개인적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요

인이 위험운전행동 또는 교통사고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목표

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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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운수종사자별 운행기록을 통해 근로강도와 위험운전행동을 파악

하고, 운전적성 자료를 통해 운전능력과 운전심리를 알아본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

리 등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이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 교

통사고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위험운전행동을 매개

변수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요

인 분석 결과를 통해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운

수종사자 교육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 위험운

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간의 경로를 통해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운수종사자의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개인적 특성요인

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제

시한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교통안전정책이나 교통안전사업 추

진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운수종사자 근로강도 완화, 운전심리 및 위험운전습관 교정교육

등으로 효율적인 인적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추진이나 체계적인 인적관리를 통해 사업용자

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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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수종사자 운행기록, 운전적성, 교통사

고 및 법규위반 자료를 활용하였다. 운행기록,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

료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3년간(2014∼2016년)이다.

공간적 범위는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요인 반영을 위해 평면 교차

로와 신호등이 없어 교통통제를 받지 않고 이륜차, 자전거 및 보행자 등

의 도로이용자가 없는 고속도로 노선을 선정하였고, 교통량이 많아 통행

속도가 저하되는 노선은 대상구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업용자동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에서 수집되는 운행기록 정보와 운수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교

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실증적인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노선

버스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과 위험운전행동 또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개인적 특성요인과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경향성으로 재

구조화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특성요인

과 위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된 모형의 정규성, 신뢰도, 타당성 및 적합도 평가 등을 통

한 모형검정을 실시하고 추정된 결과값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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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본 연구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토대로 선행연구 고찰, 구조방정식

모형 개발, 교통사고 및 입력자료 특성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 및 평

가,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순으로 수행되며,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운전자의 다양한 인적요인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인적요인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 추정 모형의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본 연구에 적용할

다양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절

차 등 방법론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현황 분석, 사업용자동차 교통사

고 특성을 분석,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 항목을 정의하고, 개인적

특성요인, 운행기록, 운전적성, 교통사고 등의 자료를 한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이상치 제거, 표본 크기의

적정성 판단, 정규성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정 등을 수

행한다.

제5장에서는 개발된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하고, 각 연

구모형에 대한 각 모형의 차이점과 특성을 평가한다. 또한 각 모형에 대

해 적합도 검정을 시행하고 수정지수 등을 적용하여 적합도가 높은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연구가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로에 대한 채택여부 등

을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운수회사 근로강도 및 운수종사자 위험운전행동 교정

등 교통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지고 있

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 7 -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수행체계

↓

2.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

-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에 미치는

인적요인 분석

• 선행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

↓

3. 연구방법론 설정

• 구조방정식 모형의 개념 정립

• 연구모형 개발 및 가설 설정

• 분석절차 및 방법론

↓

4. 교통사고 및 입력자료

특성분석

•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현황

• 교통사고 특성분석

• 자료구축 방법

• 자료특성 분석

↓

5.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 및

평가

•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 연구모형 분석

• 모형의 개량

• 최종모형 평가

↓

6. 결론 및 향후 연구

• 연구결과

• 교통안전정책 제안 및 기대효과

• 향후 연구과제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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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에 미치는 인적요인

1. 운수종사자 근로강도

가. 국내외 근로여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과 2항에 따르면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59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두어 운수업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0)에서 버스운전자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표 2-1>

과 같이 1일 근로시간은 11.9시간, 주당 근로시간 58.7시간, 월 근로일수

21.4일, 월간 근로시간 254.7시간으로 상당히 높아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버스회사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분 전체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1일 평균근로시간 11.9 11.7 13.3 12.0 13.6

주당 근로시간 58.7 57.7 65.9 59.4 63.9

월 근로일수 21.4 21.4 21.5 21.5 20.4

월 근로시간 254.7 250.4 266.0 258.0 277.4

자료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0)

이러한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 근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피로 및 졸

음운전 등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나라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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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럽연합의 사회적 규제(ECC No 3820/85)를 살펴보면,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을 다양하게 제한하고 있다. 1일 최대 운전시간은 9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4시간 30분 연속운전 후 45분 휴식을 연속으로 쉬어야

한다. 또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하고 다시 2시간 30분 운전 후 30분

휴식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1일 운전시간은 1주일 동안 10시간까지

2번 연장이 가능하다. 주간 최대 운행시간은 56시간인 반면에 2주 동안

90시간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1일 휴게시간은 최소 11시간을 연속으

로 쉬어야 하며 3시간과 9시간으로 나누어 쉴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은

일주일에 3번까지는 9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주간 휴게시간은 45시간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일본에서도 버스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운전시

간+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더한 구속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1일 최대

구속시간이 13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연장시 최대 16시

간까지 가능하고 15시간 초과는 1주일에 2번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1

주일 구속시간은 65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1일 휴게시간은 최소

8시간을 연속으로 쉬어야 하며, 운전시간은 1일 9시간, 주 40시간, 최대

연속운전은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2).

미국의 경우에는 1930년대 화물자동차 운전자 피로와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자 운행시간을 법(Hours of Service

Regulation1))으로 제정하였다. 여객운송자동차 운전자는 연속으로 8시간

휴식을 취한 후 1일 최대 10시간 운전, 15시간 근로 제한, 연속 7/8일 이

내 60/70시간 초과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통

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운수회사의 경영악

화 및 운전자 고용곤란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하였다. 그러나 버스운전

자의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여, 결국 2016년 12월에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4시간 연속

1) https://cms.fmcsa.dot.gov/regulations/rulemaking/2011-3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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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30

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18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개정하였다.

국가별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하면 <표 2-2>와 같으며, 외

국의 경우 연속 운전시간, 1일 최대 운전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과 연속

운전 후 휴식시간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속 운전시간과

연속운전 후 휴식시간만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표 2-2> 국가별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규정 비교

구분 EU 일본 미국 한국

연속운전시간 4시간 30분 4시간 5시간 4시간

연속운전 후

휴식시간
45분 - - 30분

1일 최대운전시간
9시간

(주 2회 10시간)

9시간

(2일 평균)

10시간(여객)

11시간(화물)
-

1주 최대 근로시간
56시간

(2회 90시간)

40시간(4주 평균)

44시간(전세버스)
- -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8시간
8시간(여객)

10시간(화물)
-

나. 근로강도 특성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을 하면 수면에 필요한 시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피로에 의한 졸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는 부주의한

운전 행동을 보이고 심지어 사고 발생에 이르기도 한다.

장시간 운전과 졸음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Amundsen and

Sagberg(2003)는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졸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고, 트럭사고의 15∼20%가 피로나 졸음에 의해 발생된다고 분석하

였다. Häkkänen and Summala(1999)는 장시간 운전자 194명과 단시간

운전자 133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졸음으로 인한 문제발생 빈도를 조사

한 결과, 장시간 운전자의 약 13%는 유럽규정(ECC Regulation)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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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시간 운전자의 40%와 단시간 운

전자의 21%는 그들의 운전 중 최소 20%는 깨어있는데 문제를 가진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시간 운전자의 20% 이상은 최근 2년 내 운전 중 졸음

을 경험하였고, 이 운전자의 17%는 졸음으로 인한 실수를 경험한 것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운전시간이 길어지면 운전자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Lin et

al.(1994)은 1,924명의 운행일지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나이, 경력, 운행행

태, 운전시간 등을 수집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사고에 미치는 요인을

time-dependent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운전시간 4

시간까지는 사고위험이 낮게 나타났으나 4시부터 7시간까지 운전한 운전

자는 4시간까지 운전한 운전자 보다 약 1.5배 사고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8시간과 9시간 운전한 운전자는 4시간까지 운전한 운전자보다 각

각 약 1.8배와 2.3배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Häkkänen and

Summala(2000)는 핀란드의 2,000명 운전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전자

특성(나이, 성별, 운전경력 등)과 3개월간의 운행행태, 평균 운전시간, 운

전시간 준수 여부 등을 설문조사하여 운전자 피로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한 결과, 운행행태와 운전시간이 운전자 피로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고, 특히 1일 운전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17시간을 운전한 운전자의 위험

률은 6시간 이하로 운전한 운전자 보다 3.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걸(2014)은 서울시 강변북로의 16km 구간을 운행하는 법인택시 디지

털운행기록 145건을 추출하여 운전지속시간과 감·가속 행태를 빈도 및

교차분석한 결과, 운전지속시간이 4시간 이상 길어짐에 따라 위험운전행

동(급가속, 급제동)을 보이는 운전자의 비중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동계수 개념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감속도와 가속도 모두 3∼4시간 이상 운전이 지속되는 시점부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시간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보면, Chen and Xie(2014)는 사업용

트럭운전자가 11시간 운전시에 사고발생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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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2시간, 3시간 각각 휴식을 할 경우에는 사고율을 각각 68%, 83%,

85%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상우(2010)는 미국의 231명의

사고운전자와 사고가 나지 않은 462명의 운행일지를 수집하여

time-independent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운행시간 1시간부터

3시간까지 운전한 운전자는 사고위험도 차이가 없었으나 운행시간 10시

간 이상 운전자는 운행시간 1시간 운전자보다 사고위험도가 약 2.2배 높

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가희(2013)는 화물자동차 직업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자각피로도,

사고경험 5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각피로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 자각피로도는

월수입, 차종규모, 흡연과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빈도가 낮을수

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차종규모,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수면시

간, 아침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년간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월수입과 월지출, 근로시간, 운동빈도, 수

면시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 최근 3개월간 상해 경험이 없는 사람

은 월지출, 차종, 야간운전일, 근무시간, 흡연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운전자 자각피로도 설문조사 항목

대분류 소분류 문항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평균 월수입,
평균 월지출

5

직업적 특성
근무경력, 1일 평균 근무시간, 월간
근무시간, 월간 야간근무일수

4

건강행동 특성
음주여부, 흡연여부, 아침식사여부,
운동여부, 수면시간

5

자각피로도 운전 자각피로도, 일반 자각피로도 21

교통사고, 미상해
및 졸음운전 경험

1년간 교통사고 경험, 3개월간 졸음운전
경험, 3개월간 미상해 경험

3

계 38

자료 : 조가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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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강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는 운전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졸음운전, 위험도, 교통사고

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진걸(2014)을 제외하고는

자료구축 방법이 설문조사로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장시간

운전시 기억력 저하,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차이로 자료의 신뢰도에 한계

가 있으며, 운전시간 단일변수만으로 위험도 또는 교통사고율을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4> 근로강도 특성 선행연구 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수집방법

Amundsen and

Sagberg(2003)
졸음운전 운전시간 설문조사

Häkkänen and

Summala(1999)
졸음운전 나이, 주행거리, 운전경력, 운전시간 설문조사

Lin et al.(1994) 위험도 나이, 경력, 운행행태, 운전시간 운행일지

Häkkänen and

Summala(2000)
위험도

나이, 성별, 운전경력, 운행행태,

평균운전시간, 운전시간 준수 여부
설문조사

이진걸

(2014)

위험운전

(가속, 감속)
운전시간

운행기록

장치

Chen and Xie

(2014)
교통사고 운전시간, 휴식시간 설문조사

박상우(2010) 교통사고 운전시간 운행일지

2. 운전능력 특성

운전자는 운전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여 다양한 상황변화를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의사결정 실패시 교통사

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서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을 제시하였다(Endsley, 1995).

운전능력이란 이러한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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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운전능력을 살펴보면, 초보 운전자는 경험이 있는 운전자보다

장시간 전방 중심부에서 주의력이 저하되고, 짧은 장애물 반응에서도 주

변부에서의 주의력이 떨어져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rundall et al., 2002).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저하, 정보처리 능력 둔화의 원인으로

운전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강수철 등(2013)은 속도예측검사, 선택반응

검사, 장애물 회피검사 등을 수행한 결과, 속도예측검사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나, 선택반응검사시 반응시간은 비고령 운전자가

728.8msec, 고령 운전자가 854.8msec로 나타났고, 장애물 회피검사의 오

류수는 비고령 운전자가 88.9회, 고령 운전자가 94.8회로 나이에 따라 교

통사고 위험성이 달라지고 고령 운전자 일수록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재원·정헌영(2011)은 실제 교통사고 야기자를 대상

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속도예측, 선택반응, 장애물회피, 시력)와 설문조

사 결과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종합판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은 선택반응 0.703, 속도예측 0.282, 시력 0.2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

령운전자의 행동 특성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11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허정철(2015)은 수도권 관심대상 운

수회사 11개사와 교통안전 우수회사 15개사를 대상으로 2010∼2015년

교통안전공단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결과(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

예측검사, 주의전환검사, 주의폭검사, 변화탐지검사, 거리지각검사), 사고

벌점, 운행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회사 고령운전자와 우수회사 고령

운전자, 관심회사 비고령운전자와 우수회사 비고령운전자 집단을 비교하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관심회사와 우수회사 고령운전

자의 사고 및 벌점,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고, 관심대상 고령운전자와 우수회사 비고령운전자 집단은 운전적성정

밀검사 등급, 사고 및 벌점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전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간 운전능력의 차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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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저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능

력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

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표 2-5> 운전능력 특성 선행연구 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수집방법

Crundall et al.

(2002)

초보, 경력

(평균차이)
주변탐지능력 시뮬레이터

강수철 등

(2013)

고령, 비고령

(평균차이)

속도예측, 선택반응,

장애물회피

운전적성

검사

최재원·정헌영

(2011)

적성검사

종합판정결과

속도예측, 선택반응,

장애물회피, 시력

운전적성

검사

허정철(2015)
고령, 비고령

(평균차이)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지각, 벌점, 위험운전행동

운전적성

검사

3. 운전심리 특성

우울, 불안, 분노와 공격성, 자극성향 등 운전자의 성격은 과속, 난폭운

전과 같은 위험한 운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운전심리는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노나 적대감이 높을수록 공격적이고 위험한

운전습관을 보인다.

우울, 불안특성과 위험운전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Shahar(2009)는 120

명의 남성운전자에게 DBQ(driver behavior questionnaire)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불안특성(trait anxiety)을 조사한 결과, 평균 불안특성값은

33.68이 나왔고, 낮은 불안특성은 26.27, 중간 불안특성은 33.62, 높은 불

안특성은 41.74로 높게 나타났다. Alavi et al.(2016)도 800명의 트럭운전

자를 대상으로 DBQ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depression)과 불안

(anxiety)은 사고의 개연성이 각각 2.4배와 2.7배 증가 시키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Dula et al.(2010)은 높은 불안(anxiety) 수준은 위험한 운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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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다양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노 및 공격성 등은 난폭운전을 유발한다. 국내의 도로교통법상

에서는 난폭운전을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

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두 번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상대방을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는 교통상의 위험으로 정의하고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난폭운전과 위험운전행동 관계를 보면, Gulliver and

Begg(2007)는 청소년의 반복적인 위험운전(persistent risky driving)과

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격성(aggression)이 높을수록(odd

ratio=10.93) 통제력 수준(levels of control)이 낮을수록(0.39) 반복적인

위험운전이 예측되었고,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소외감(alienation)은 교통

사고 발생과 부상사고 모두에 관련이 있고, 전통적 사고방식 수준(levels

of traditionalism)은 낮을수록 부상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운전심리 요인과 위험운전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Oltedal and

Rundmo(2005)는 1,356명을 대상으로 위험운전행동과 개인특성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운전행동은 무규범(normlessness)과 0.45,

분노(irritability)와 0.39의 높은 상관을 보였고, 공격성(aggression)은 분

노(anxiety)와 0.30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Schwebel et al.(2006)은 위

험운전과 분노/적대감(anger/hostility), 성실함(conscientiousness)과 자극

추구(sensation seeking) 성향을 분석한 결과, 자극추구 성향이 자기 보

고된 운전위반에 가장 좋은 지표로 나타났다. Machin and Sankey(2007)

는 159명의 젊은 운전자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정서특성과 위험인지(risk

perceptions), 운전행동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속도는 자극추구(excitement-seeking), 이타심(altruism), 위험추구의 거

부감(aversion to risk taking), 사고의 가능성(likelihood of accident)의

변량으로 설명하였다. Jovanović et al.(2010)의 경우에는 신경증적 성향

(neuroticism), 쾌활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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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anger)와 공격성(aggression)에 높은 상관을 보이나, 개방성

(openness)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ubman-ben-ari and

Yehiel(2011)은 320명의 남녀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정서요인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난폭(reckless)하고 성난(angry) 운

전스타일은 남성과 젊은 운전자, 높은 수준의 외향성향(extroversion)과

자극추구 성향(thrill seeking), 낮은 수준의 쾌활성향(agreeableness) 일

수록 나타나고, 높은 수준의 불안(anxious)과 걱정(careful)은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Gadbois and Dugan(2015)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가능성(likelihood of driving)을 분석한

결과, 신경증적(neuroticism) 성향과 쾌활성향(agreeableness)은 운전가능

성 감소와 연관이 있고, 이타성(extraverion)과 개방성(open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은 운전가능성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민정(2014)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20세부터 75세 까지의 운전자

를 대상으로 정적 및 부정적 정서척도(PANAS),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KGDS), 상태-특성불안검사(STAI), 운전스트레스 대처행동(DS-CBS),

운전일탈행동검사(DBQ), 운전자 기초 면접조사와 개인별 인지자각검사

(CPAD)를 실시하여 고령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

형을 개발하고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부정

적 정서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며, 인지지각능력은 낮아

지고 난폭운전과 법규위반 행동이 증가하며 오류와 착오행동 역시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소민(2015)은 일반운전자 대상으로 DBQ 설

문조사(300부)를 하여 교통사고의 주요요인(lapse, mistake, violation)을

도출하고 위험운전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 회귀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결과, 운전자의 의도적인 위반행동인 violation은

0.464, 운전자의 부주의한 착오인 lapse는 0.383, 운전자의 실수인

mistake는 0.158로 위험운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pse 요인만이 위험군과 비위험군에 따라 위험운전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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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심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운전심리 특성 선행연구 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수집방법

Shahar

(2008)

불안수준

(평균차이)
불안특성 설문조사

Alavi et al.

(2016)

교통사고,

법규위반
우울, 불안, 신경증적 성향 설문조사

Gulliver and

Begg(2007)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공격성, 통제력, 소외감, 전통적사고방식 설문조사

Oltedal and

Rundmo(2005)
위험운전행동 규범, 불안, 분노, 공격성 설문조사

Schwebel. et al.

(2006)
위험운전행동 분노, 적대감, 성실함, 자극추구 성향 설문조사

Machin and

Sankey(2007)
위험운전행동

자극추구, 이타심, 위험추구

거부감, 사고의 가능성
설문조사

Jovanović et al.

(2010)
위험운전행동

신경증적 성향, 쾌활성, 성실성,

개방성
설문조사

Taubman-ben-ari

and Yehiel(2011)
위험운전행동

성별, 연령, 외향성향, 자극추구

성향, 쾌활성
설문조사

Gadbois and

Dugan(2015)
운전가능성

신경증적 특성, 쾌활성, 이타성,

개방성, 성실성
설문조사

권민정

(2014)
위험운전행동

정적·부정적 정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처행동 등
설문조사

서소민

(2015)
위험운전행동 일탈, 실수, 위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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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운전행동 특성

가. 위험운전행동 유형 및 가중치

위험운전이란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준희·이운성(2007)은 위험운전에 의한 사고를 빈도와 심도로 구분하여

30가지의 사고유형을 10가지 대표적인 위험운전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내도로를 주행하는 200여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단

말기를 장착하여 약 1년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위험운전유형 중

46.6%가 급격한 핸들조작 및 차선변경으로 나타났으며 23.6%가 선회 중

급제동, 18.5%가 급감속에 연이은 차선변경으로 나타나 급차선변경과 관

련된 위험운전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2-7> 위험운전행동 유형 분류(사고유형 기반)

구 분 대표적인 위험운전 유형분류

좌우방향
차량거동 차로변경

급격한 핸들조작과 차선변경

급추월 차선변경

전후방향
차량거동

급가속 급출발 및 급가속

급제동
급정지

급제동

후진 후진시 급정지

전후좌우방향의
차량거동

조향+가속
선회중 안전속도 미준수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

조향+감속
급감속에 연이은 차선변경

선회중 급제동

자료 : 조준희·이운성(2007)

또한, 오주택·이상용(2009)은 20～50대 남녀 55명을 대상으로 속도위반

(직진구간, 선회구간), 가속(급가속, 급출발), 감속(급정지, 급감속), 급차

로변경(급차선변경, 연속차선변경) 등의 위험운전 유형과 그 유형을 판단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실험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위험운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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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가중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위험운전 유형 중 선회구간 과속,

급차선변경, 급가속과 급차선변경, 급감속과 급차선변경이 속한 요인1과

급출발, 급정지가 속한 요인2의 위험운전 가중치가 0.76, 0.64로 높게 분

석되었으며, 직진구간 과속, 급가속, 급감속이 속한 요인3은 0.06으로 위

험운전 가중치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표 2-8> 위험운전행동 유형(시뮬레이션 기반)

대분류 소분류

속도위반
(1) 직진구간 과속

(2) 선회구간 과속

가속
(3) 급출발

(4) 급가속

감속
(5) 급정지

(6) 급감속

차선변경(회전)

(7) 급차선변경

(8) 연속적인 급차선변경

(9) 중앙선침범 및 주행차선 위반

(10) 급격한 좌(우)회전

가속+차선변경(회전)

(11) 급가속+급차선변경

(12) 급가속+연속적인 급차선변경

(13) 급가속+급좌(우)회전

감속+차선변경(회전)

(14) 급감속+급차선변경

(15) 급감속+연속적인 급차선변경

(16) 급감속+급좌(우)회전

자료 : 오주택·이상용(2009)

홍승준 등(2011)은 위험운전 판단장치를 개발하고 2009년 운수업체 버

스 50대를 대상으로 청년층(20～30대), 장년층(40～50대), 고령자(60대)별

실도로 주행실험을 실시하여 운전자 위험운전유형을 10개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험운전건수는 급차선 변경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속도별 위험운전건수는 전체 위험운전의 절반가량인 49.1%가 차량속도

30km/h 이하에서 발생하여 저속상태에서 위험운전 발생률이 높은 것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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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운전행동 특성

과속 및 급차로변경 등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은 교통사고와 가장 밀

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위험운전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운전자는 교통사

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에서도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

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환승(2007)은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자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관적 규

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당위, 과거행동, 습관, 성격, 대처행동, 스트

레스, 생활상태 등 10개 요인이 위험운전행동 중 과속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한 결과, 사업용 운전자들의 과속행동은 과속의

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과속의도는 운전심리적 요인의 도덕적 당위와 성

격, 운전행태적 요인의 개인습관과 대처행동, 운전환경적 요인의 생활상태

등 5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위험성과의 관계를 보면, 정문학(2014)은 올

림픽대로 안양천로∼강서로입구 3.3km 직진구간을 주행한 택시 148대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통계와 디지털운행기록을 이용하여 가속소음과 교통

사고 심각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속구간의 경우 평균속도가

23.8m/s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평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속소음과 심

각도가 증가하였고, 23.8m/s∼25m/s 구간에서는 평균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가속도 소음은 감소하였지만 교통사고 심각도는 증가하였으며, 25m/s

이상인 경우는 평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속소음과 교통사고 심각도가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는 감속구간보다 가속구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평균속도가 25m/s, 가속소음이 4.7m/s일 때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열(2015)은 2014년 사고 발생 운전자 106명의 교통사고 자료 및

사고 당일 운행기록 자료와 사고 미발생 운전자 149명의 운행기록자료

중 5개 가속도 변수를 대상으로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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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판별분석에서는 최대 62.8% 수준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냈고,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최대 76.7%의

비율로 사고발생 운전자를 분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교정하여 위험운전행동이 줄어들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Gerhard(2010)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123대의 버스에 장착 후 교통

사고가 15∼20% 감소되었고,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사고건수가 30%, 물

적피해는 6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011)는 택시업종과 버스업종의 운행기록

장치 장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착 후 교통사고, 보험요율 및 유류비 측

면에서 <표 2-9>와 같이 높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2-9> 운행기록장치 효과분석 사례

구분
분석

현황

교통사고 보험요율 유류비

장착전 장착후 장착전 장착후 장착전 장착후

○○운수

(택시)
20 - -

135%

(’10년)

90%

(’11년)
- -

○○기업

(택시)
20

8건

(’09년)

1건

(’10년)

110%

(’06년)

65%

(’10년)

6.5km/l

(’09년)

7.1km/l

(’10년)

○○고속

(버스)
20

5건

(’06년)

2건

(’10년)

110%

(’06년)

65%

(’10년)
-

7%

절감

○○고속

(버스)
440 - -

125%

(’07년)

75%

(’10년)
-

13%

절감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011)

이석준·이청원(2012)은 12개의 운수회사(버스 7, 택시 4, 화물 1)의 105

명 운수종사자(버스 61, 택시 29, 화물 15)의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교통

안전공단에서 제시한 10개 위험운전행동 기준을 반영하여 위험운전행동

변화 추이, 교통사고변화 추이 및 교통사고 절감비용, 연료소모량변화 추

이 및 연료비 절감비용, 사회적 편익 증가효과를 추정한 결과, 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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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추이는 모든 업종에서 교육 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운전행동

건수가 증가되었고, 교통사고변화 추이 및 비용절감은 운행기록장치 장

착 후 대부분 감소하였다. 또한, 고위험운전군의 연비는 저위험운전군 대

비 버스, 택시는 약 15%이상 낮고 트럭은 30%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고, 고위험운전군과 저위험운전군간의 CO2 배출량의 격차는 버스,

택시, 화물이 각각 25%, 25%, 42%로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주택(2012)은 시외버스 2개 노선, 40대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운전 판

단장치를 설치하고 약 2개월간 실차 실험(전 1개월 경고정보 제공, 후 1

개월 경고정보 미제공)을 통한 16가지 유형의 위험운전 경고정보 실시간

제공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고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위험운

전 발생건수는 시간당 평균 2.4건,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3.12건이 발생

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유형별로는 급출발, 급정지, 급감속의 위험운전

발생건수가 경고 제공시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im et al.(2016)은 61명의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운행기

록장치를 활용하여 일단위로 개별 운전행동에 대해 교육하고, 9주간 운

전행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안전교육의 효과는 회전과 감속에 관련된

비정상운전행동 보다는 가속과 관련된 비정상운전행동에서 더 빠르게 감

소되었고, 위험운전자 그룹에 대한 교육효과는 정상적인 그룹에 비해 더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석준(2012)은 11개의 운수회사(버스 7,

택시 4)의 90명 운수종사자(버스 61, 택시 29)의 실시간 운행기록과 나

이, 운전경력, 사고유무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

한 10개 위험운전행동 기준을 반영하여 교육 전과 후의 위험운전행동 변

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운전행동 발생건수가 증가하

는 패턴을 보였다. 생존분석을 통해 재교육 주기를 산정한 결과, 위험운

전행동별 최대 재교육 주기는 14일, 최소 재교육 주기는 2일로 분석하였

다.

위험운전행동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0>과

같다. 위험운전행동 유형은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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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 급차로변경과 관련된 위험운전행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와의 연계성이 높으며, 위험운전

행동에 대한 교정시 교통사고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10> 위험운전행동 특성 선행연구 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수집방법

이환승

(2007)
과속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당위, 과거행동 등
설문조사

정문학

(2014)

교통사고

심각도
가속소음(가속도), 감속소음(가속도)

운행기록

장치

김정열

(2015)
교통사고

차량속도, 분당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신호, 종·횡방향 가속도
설문조사

Gerhard

(2011)

교통사고,

물적피해
장착 전, 장착 후 비교 사고자료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2011)

교통사고,

보험요율,

유류비

장착 전, 장착 후 비교
운수회사

자료 등

오주택

(2012)
위험운전행동

위험운전 정보 제공 전, 제공 후

비교

위험운전

판단장치

Kim et al.

(216)
교통안전효과

비정상운전행동(기속, 감속, 회전관련

10개 유형), 정상운전행동

운행기록

장치

이석준

(2012)

위험운전행동,

재교육 주기
교육 전, 교육 후 비교

운행기록

장치

5. 법규위반 특성

난폭 및 공격운전 등의 특성을 가진 운전자는 무리한 위험운전행동으

로 인하여 빈번하게 법규위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요인은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지각 및 반응속도를 느

리게 하여 전화통화 운전과 졸음운전의 위험도인 1.88배, 1.44배 보다 더

높은 3.53배의 위험도가 나타난다(Constant, 2009).

오주석 등(2007)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적발을 이유로 교통안전교육

을 받는 운전자 210명과 일반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25 -

하여 운전자 집단별 위험감수성, 준법정신, 상황적응성(성격관련 요인)과

과속운전행동, 음주운전행동, 상황대처(행동관련 요인) 등 6개 운전행동

결정요인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일원변량분석방

법(ANOVA) 등으로 분석한 결과, 두 운전자 집단에서 나타난 경로는 거

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과속운전행동과 음주운전행동간의 상관

관계 유무만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운전행동결정요인이 교통사

고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로모형의 설명력은 일반운전자

집단에서 3.9%였던 것에 비해 음주운전자 및 사고운전자 집단에서는

6.5%로 높게 나타났다.

이윤호(2004)는 223명의 설문조사 답변자료를 통해 교통사고의 8개 유

형(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

속, 음주운전,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해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강

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0점 만점 중 음주운전 8.6점, 중앙선 침

범 8.4점, 과속의 경우 8.3점 순으로 사망 위험도를 인지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이환승 등(2012)은 버스, 법인택시 운전자 327명을 대상으로 개인속성

(연령, 운전경력), 주행특성(교통법규 위반경험, 정지선진입, 차로변경),

사고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택시

운전자가 버스운전자 보다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주변 차량보다 먼저 진

입하려고 하고, 차로변경의 경우도 불안정한 상태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

다고 분석하였다.

조경남(2015)은 일반운전자 설문조사(300부)를 분석하여 계획행동이론

에 의한 위험운전행동 구조방정식 모형을 개발한 결과, 운전자의 심리적

요인인 위반운전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인지, 위반운전의도가 위

반운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운전의도에

미치는 정도는 위반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위반운전 태도(0.47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통제인지(0.288), 주관적 규범(0.238)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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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2017)은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통해 도시부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습자의 개인적 성향이 음주운전 재발(DUIA

recurrence)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성향을 정

신증적 성향(psychoticism), 외향적 성향(extroversion), 신경증적 성향

(neuroticism), 거짓 성향(lie)으로 구분하고, 성별, 혈중알코콜농도(BAC),

음주빈도,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높

은 정신증적 성향과 거짓 성향은 각각 118%, 102%의 높은 음주운전 재

발 가능성을 나타냈다.

법규위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법규위반 관련 선행연구 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수집방법

Constant

(2009)
위험도 음주, 전화통화, 졸음운전 설문조사

오주석 등

(2007)
교통사고

위험감수성, 준법정신, 상황적응성,

과속운전행동, 음주운전행동,

상황대처 등

설문조사

이윤호

(2004)
피해강도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차선위반, 과속,

음주운전, 안전운전불이행

설문조사

이환승 등

(2012)
위험도

연령, 운전경력, 법규위반경험,

정지선진입, 차로변경, 사고경험
설문조사

조경남

(2015)

위반운전

행동

운전자 태도, 행동통제인지, 주관적

규범
설문조사

Kim et al.

(2017)

음주운전

재발가능성
정신증적, 외향적, 신경증적, 거짓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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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고

령과 비고령, 남성과 여성 운전자, 초보와 경력 운전자 등의 집단으로 구

분하고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료구축 방법으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의 인적요인, 운전행동 및 사고요인 등의 변수를 정리하면 아

래의 <표 2-12>와 같다.

<표 2-12> 인적요인, 운전행동 및 사고요인 관련 선행연구 분석결과

인

적

요

인

운전자 기본정보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나이

•성별

•운전경력

•현재 회사

재직기간

•주행거리

•근로(운전)시간

- 1회 운전시간

- 1일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 월 근로일수

및 시간

•휴게시간

- 최소 휴게시간

- 연속 휴게시간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 주의폭

•정지거리예측

검사

•속도예측검사

•선택반응검사

•장애물회피검사

•시력검사

•주변탐지능력

•우울/불안성

•분노/공격성

•신경증성

•쾌활성

•이타성

•개방성

•성실성

•자극추구

•규범성

•스트레스 대처

운

전

행

동

,

사

고

요

인

등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법규위반 기타

•과속

•급가속/급출발

•급감속/급정지

•급차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급유턴

•급앞지르기

•브레이크 신호

•분당엔진회전수

•교통사고건수

•사망건수

•사망자수

•부상건수

•부상자수

•법규위반건수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앞지르기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음주위반

•행동통제력

•과거행동

•유류비

•보험요율

•생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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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앞 절에서 정리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선행연구의 자료구축 방법의 대부분은 임의의 운수회사에

소속된 운전자 또는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자 등의 운전자 집단을 대상

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유도하는 설문조사(questionnaire survey)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어렵다.

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조사항목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경력,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건수 등 명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

되는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의 위험운전행동은 운전자가 인

식하기 어려워 설문조사 방법으로 수집이 불가능하다.

② 운전자가 인지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동질성이 떨어진다.

과속의 경우 자동차 속도계기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별 인지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주행시 110km/h를

넘었을 때를 과속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는 반면, 100km/h만

넘어도 과속으로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어 수집된 자료의 동질성 확

보가 어렵다.

③ 장기간의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다.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과거의 위험운전행동 이력은 운전자가 일일

이 기억할 수 없으며, 운전이 종료된 시점이 아닌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이 되어져야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는 조사방법이 쉽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되는 장

점이 있어 연구에 자주 사용되지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

진다(최종후·전새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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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현장에서의 오차가 발생된다.

응답자는 설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주

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설문결과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 왜곡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② 연구자가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 코딩하는 과정 등에서 실수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은 간혹 이상치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③ 설문조사시 무응답으로 결측치가 발생되어 오차를 유발한다.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들과 응답자들간에 서로 다른 특성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결측치의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워, 통계분석시

표본을 삭제하거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④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표본 프레임이 완전하지 않

아 모집단에 포함된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에 발생된다.

<표 2-13> 설문조사에서의 오차발생 원인

오차 유형 오차발생 원인

관찰오차

(Response

error)

조사현장

에서의 오차

응답자가 설문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사자나 응답자가 면접과정에서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료처리

과정의 오차

코딩 등 데이터 핸들링 과정에서 실수함으로써

발생

비관찰

오차

(Non-

response

error)

무응답오차

선정된 표본 중에서 접촉이 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한 무응답자들이 응답자들과 어떤

특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불포함오차

표본추출방법이 잘못되거나 표본프레임이

완전하지 않아 모집단에 포함된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발생

자료 : 최종후·전새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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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최근 IT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증

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폭넓은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교통사고 발

생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즉, 기존의 논문은 일부의 변

수를 대상으로 나이별(고령, 비고령), 성별(남성, 여성), 운전경력별(초보,

경력), 운전지속시간별(단시간, 장시간) 등 집단간 사고위험성 평균과의

차이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의 특성상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메커니

즘을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각 요인이 어떠한 인

과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연구대상 구간을 전체 도로로 설정하여 도로여건과 교통여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운전행동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즉, 교차로 딜레마존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정지선 정차를 위해

급감속을 하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급감속을 하는 경우

에는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 보다는 도로조건이나 교통여건에

의해 위험운전행동이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즉,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도로 및 교통여건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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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앞 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자

료구축으로 폭넓은 자료 확보가 어려워 몇 가지 관측변수를 활용하여 나

이, 성별, 운전경력 등의 기초적인 운전자 기본정보와 위험운전행동 또는

교통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이 보유

한 여러 개 시스템을 통해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료의 신뢰

성을 향상시켰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어려워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

행하거나 운수회사가 작성한 운행일지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최

근에 들어서는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실험용 차량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여 실험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자료항목의 한계 및 데이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장기간의 데이터를 확

보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방식의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운행기록),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였고,

자료구축 기간은 최근 3년(2014∼2016년)간의 장기간 운전자 운행기록을

활용하였고, 결측 데이터 최소화로 자료의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였다.

둘째, 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새로운 변수 도출 및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버스 운전자의 주행거리, 주행시

간, 위험운전행동이외에 기존에 분석이 어려웠던 1일 근무초과일 및 1회

운전시간 초과 횟수 등의 새로운 변수를 도출하였고,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의 운수종사자 운전능력 이외에 운전심리 변수를

추가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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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행시간을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적

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업종은 승객 탑승을 위해 중간정류장 정차

및 장거리 운전시 휴게소 정차 등 휴게시간이 발생된다. 따라서 운전시

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행시간과, 포함하지 않은 운전시간으로 구분

하여 적용하였다. 1일 근무초과일과 1회 운전시간 초과 횟수 변수는 휴

게시간이 포함된 주행시간이 적용되었으며, 노선의 주행 평균속도 계산

시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운전시간을 적용하였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의 경우에도 선행연구는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용자동차 뿐 아니라 개인 자동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를 추출하여 운수종사자 운행기록자료와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용자

동차 운전시 발생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만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자료범위를 일치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도로요인 및 교통요인 등 외부적인 요인을 배제하였다. 선행연구

에서는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도로등급,

평면교차로 유무, 도로 이용자,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운전행동 횟수는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차로수 등 도로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교차로와 신호등의 존재, 지정체 발생, 보행자나 자전

거와 자동차가 혼재된 도로 등 교통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교통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연속류인 고

속도로를 대상구간으로 적용하였고, 교통지정체 해소가 발생되는 운행기

록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경향성과의 인

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어떤 개인적

특성요인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개인적 특성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위험운전행동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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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설정

제1절 구조방정식 모형의 개념 정립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은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하여 모형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이다. 즉, 구조방정식모형은 관측변수를

통한 잠재요인을 발견하고 잠재요인 간의 인과관계의 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형태로 적절

하게 결합시킨 방정식으로 구조모형의 개념은 <그림 3-1>과 같다(송태

민·김계수, 2012).

최근 교통 분야의 연구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경

우가 많아 기존의 회귀분석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조방정

식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 구조모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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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개발 및 가설 설정

1. 잠재변수 설정 및 측정모형 구축

가. 근로강도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좋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면 피로운전과 졸음

운전이 유발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종종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운수종사자의 피로를 측정하기 위해서 운행기록 자료를 사용하

여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행거리, 주행시간, 1일 근로초과일, 1회 운전시

간 초과, 노선주행횟수 등의 5개의 관측변수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변수

의 공통적인 요인을 근로강도로 설정하였다.

주행거리, 주행시간 및 노선주행횟수는 운수종사자 근로강도의 평균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으며, 1일 근로초과일과 1회 운전시간 초과 횟수는

각각 장시간 운전과 연속운전시간의 빈도를 알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인 근로강도간의 측정모형은 그림

<3-2>와 같으며, 아래의 (식 3.1)과 같이 측정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2> 측정모형(근로강도 잠재변수)

=  ×  +  (식 3.1)

여기서, 는 번째 관측변수(주행거리, 주행시간, 근무초과일, 운전시

간초과, 노선주행횟수)를 나타내고, 은 외생 잠재변수(근무강도), 은

번째 관측변수 에 대한 인과계수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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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능력

운전자는 도로 전방에서 갑작스러운 상황발생시 이를 인식하고 앞으로

발생될 상황을 예측한 후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운전행동을 하여야

하나, 상황인식 및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급정지 등 갑작스러운

운전행동이나 심지어는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상황예측, 의사결정, 운전행동 등 일련의 과정은 기

기형 검사장비를 활용한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자료를 사용하여, 속도예

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지각, 인지능력, 현장

의존성 8개의 관측변수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변수의 공통적인 요인을

운전능력으로 설정하였다.

속도예측은 전방의 움직이는 물체(자동차)의 속도를 예측하는 능력이

며, 정지거리예측은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주의전환

및 주의폭은 갑자기 나타나는 물체에 대한 상황인식 능력이고, 변화탐지

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며, 거리지각은 주정차시

위치 판단의 정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인 운전능력간의 측정모형은 그림 <3-3>과 같으

며, 다음의 (식 3.2)와 같이 측정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3> 측정모형(운전능력 잠재변수)



- 36 -

=  ×  +  (식 3.2)

여기서, 은 번째 관측변수(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주의

폭, 변화탐지, 거리지각, 인지능력, 현장의존성)를 나타내고, 는 외생 잠

재변수(운전능력), 는 번째 관측변수 에 대한 인과계수를 나타낸다.

다. 운전심리

운전자의 운전행태는 운전자의 심리적인 성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심

리적인 성향은 주로 정신증적, 신경증적, 공격성 및 우울불안 등으로 분

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심리적 성향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인성긍정, 현실판단, 분노공격,

우울불안 등 4개의 관측변수로 구분하였고, 변수의 공통적인 요인을 운

전심리로 설정하였다.

인성긍정은 운수종사자의 일관된 반응여부를 측정하고, 현실판단은 현

실적인 판단여부로 정신증적 성향을 측정하며, 분노공격은 공격성 및 충

동성과 같은 외적성향을 나타내며, 우울불안은 우울함과 불안함과 같은

내적 성향을 나타낸다.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인 운전심리간의 측정모형은 그림 <3-4>와 같으

며, 다음의 (식 3.3)과 같이 측정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4> 측정모형(운전심리 잠재변수)

 =  ×  +  (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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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번째 관측변수(인성긍정, 현실판단, 우울불안, 분노공격)

를 나타내고, 는 외생 잠재변수(운전심리), 는 번째 관측변수 에

대한 인과계수를 나타낸다.

라. 위험운전행동

운전습관이 좋은 운전자는 위험운전행동 빈도가 적은 반면에 운전습관

이 좋지 않은 운전자는 위험운전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상의 위험운전행동을

유형별로 수집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4개의 관측변수를 추출하였고, 이러한 변수의 공

통적인 요인을 위험운전행동으로 설정하였다.

과속은 주행중인 도로의 최고제한속도 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유

형이며, 급가속 및 급감속은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줄이는 유형, 급

차로변경은 속도의 증가와 동시에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인 위험운전행동간의 측정모형은 그림 <3-5>와

같으며, 다음의 (식 3.4)와 같이 측정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5> 측정모형(위험운전행동 잠재변수)

 =  ×  +  (식 3.4)

여기서, 은 번째 관측변수(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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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은 내생 잠재변수(위험운전행동), 은 번째 관측변수 에 대

한 인과계수를 나타낸다.

마. 교통사고 경향성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법규위반이 빈번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변수의 공통적인 요인을 교통

사고 경향성으로 설정하고,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벌점, 법규위

반 등 5개 관측변수로 구분하였다.

사고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단순 합이며, 중상자수와 경상

자수는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벌점

과 법규위반은 실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

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인 교통사고 경향성간의 측정모형은 그림 <3-6>과

같으며, 다음의 (식 3.5)∼(식 3.26)와 같이 측정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6> 측정모형(교통사고경향성 잠재변수)

 =  ×  +  (식 3.4)

여기서, 은 번째 관측변수(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벌점, 법규

위반)를 나타내고, 는 내생 잠재변수(교통사고 경향성), 은 번째 관

측변수 에 대한 인과계수를 나타낸다.



- 39 -

2. 연구모형 개발

본 연구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잠재요인(근

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위험운전행동)을 파악하고, 개인적 요인과

위험운전행동 요인, 교통사고 경향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구조모형 설정을 통해 최종 3개의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가. 연구모형 1

첫 번째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운수종사자 개인적 요

인(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과 위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구조모형이다. 잠재변수간의 구조모형은 그림

<3-7>과 같으며, (식 3.5)와 같이 구조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7> 연구모형 1

교통사고경향성 =경로계수근로강도×근로강도+경로계수운전능력×운전능력+

경로계수운전심리×운전심리+경로계수위험운전행동×위험운전

행동+구조오차교통사고경향성 (식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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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모형 2

두 번째 연구모형은 운수종사자 개인적 요인(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

심리)과 위험운전행동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위험운전행동은 교통사고 경

향성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구조모형이다. 즉, 운수종사자 개인적 요

인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위험운전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모형은 교통사고는 드물게 발생하고(Rare), 언제, 어떻게 일어

날지 알 수 없는 사건(Random)이며 다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벤

트(Multi-factor event)라는 일반적인 직관에 일치하는 것으로(한상진·박

병정, 2005),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다.

잠재변수간의 구조모형은 그림 <3-8>과 같으며, (식 3.6)∼(식 3.7)과

같이 구조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8> 연구모형 2

위험운전행동 =경로계수근로강도×근로강도+경로계수운전능력×운전능력+

경로계수운전심리×운전심리+구조오차위험운전행동 (식 3.6)

교통사고경향성 =경로계수위험운전행동×위험운전행동+구조오차교통사고경향성

(식 3.7)



- 41 -

다. 연구모형 3

세 번째 연구모형은 운수종사자 개인적 요인(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

심리)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 모두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

한 구조모형이다. 즉, 운수종사자 개인적 요인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

적인 영향 미치는 동시에, 위험운전행동을 매개변수로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친다.

잠재변수간의 구조모형은 그림 <3-9>와 같으며, (식 3.8)∼(식 3.9)와

같이 구조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9> 연구모형 3

위험운전행동 =경로계수근로강도×근로강도+경로계수운전능력×운전능력+

경로계수운전심리×운전심리+구조오차위험운전행동 (식 3.8)

교통사고경향성 =경로계수근로강도×근로강도+경로계수운전능력×운전능력

+경로계수운전심리×운전심리+경로계수위험운전행동×위험운전

행동+구조오차교통사고경향성 (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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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설정

장시간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나쁜 사람은 교

통사고를 유발하기가 쉬우며, 특히, 위험운전행동이 빈번한 운전자는 교

통사고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구모형 1∼3별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모형 1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나쁠수록, 위험운전행동 횟수

가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다고 설정하였다

가설1 : 운수회사의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2 :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이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

고경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3 : 운수종사자의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

고경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4 :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모형 2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나쁠수록 위험운전행동 횟수

가 많아지고,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다

고 설정하였다.

가설1 : 운수회사의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

행동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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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이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

행동 횟수는 적어질(-) 것이다.

가설3 : 운수종사자의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

행동 횟수는 적어질(-) 것이다.

가설4 :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다.

3) 연구모형 3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나쁠수록 위험운전행동 횟

수가 많아지고,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통사고경향성이 높다

고 설정하였다. 또한,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나쁠수

록 교통사고경향성이 높다고 설정하였다.

가설1 : 운수회사의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

행동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

가설2 :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이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

행동 횟수는 적어질(-) 것이다.

가설3 : 운수종사자의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

행동 횟수는 적어질(-) 것이다.

가설4 :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5 : 운수회사의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6 :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이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7 : 운수종사자의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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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절차 및 방법론

1. 구조방정식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그림 3-10>과 같이 자

료수집 및 가공, 경로도형 구축, 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 해석, 모형 수

정의 단계를 거쳐 최종모형 선택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다.

또한, 단계별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21.0과 IBM SPSS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James L. Arbuckle 교수에 의해 개발된 AMOS 프로그램은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종전에 대표적으로

사용해왔던 LISREL(LIinear Structural RELations) 보다 쉬운 장점이 있

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공분산분석 및 인과분석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선형회귀모형, 요인분석 등을 포함하는 전

통적인 통계분석에도 사용된다(송태민·김계수, 2012). 본 연구에서는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변량 이상치 제거,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경로도형 구축, 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 수정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3-10>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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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결측치 확인

자료의 결측치는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우며, 통계분석시 표본을 삭

제하거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결측치 처리방법 중 표본을 삭제하는 방법은 표본의 크기를 감소시키

고, 평균값으로 대체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여 잘못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최소화하였다.

나. 이상치 제거

이상치(outlier)란 어떤 변수에 대한 관측치의 사례가 나머지 사례와

매우 다른 것을 말한다.

만일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하여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는 사례가 있다

면 이를 일변량 이상치(univariate outlier) 라고 하고, 두 개 또는 그 이

상의 변수에 대한 수치가 극단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변량 이상

치(Multivariate outlier)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배

병렬, 2007).

1) 일변량 이상치

극단적인 수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부터의 표준편차가 3배 이상이거나 또는 (식 3.10)과 같이 Z-score의 절

대값이 3이상인 경우를 이상치로 보았다(송태민·김계수, 2012).

일변량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극단치를 제거하거나 분석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극단치를 수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극단치를 그 다음으

로 극단적인 수치와 같도록 바꾸어 주든지 평균으로부터 3배 떨어진 표

준편차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또는 정규성을 갖도록 수치를 변환시켜

서 이상점을 평균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배병렬, 2007).

Z-score 변환 = (원 자료값-평균)/표준편차 (식 3.10)



- 46 -

본 연구에서는 극단치를 제거시에는 표본 크기를 적게 만드는 문제점

이 있어 이상치를 평균으로부터 3배 떨어진 표준편차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2) 다변량 이상치

다변량 이상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s)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다른 관찰치와 측정 관측치간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할라노비스 거리 제곱(d2, Mahalanobis

d-square)으로 표시한다. 즉, 거리가 멀다면 그 만큼 다른 관측치와 거리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2가 클수록 이상치임을 나타낸다(배병

렬, 2007). 마할라노비스 거리 제곱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결과에서 p1은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각 표본의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그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고, p2는 사례들 가

운데 마할라노비스 거리 최대값이 이 값보다 클 확률을 말하며, 유의확

률 p1이 0.001보다 적게 나오면 이상치로 해석하였다(이희연·노승철,

2013; 송태민·김계수, 2012; 배병렬, 2007).

다. 정규성 분포 검정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변수들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이 진행되며 일변량 정규성

과 다변량 정규성의 두 가지가 나타난다(배병렬, 2007).

1) 일변량 정규성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은 개별 관측변수의 정규성 검정

이 필요하다. 정규성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으로 검정 방법에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한다.

왜도는 분포의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나타내고 첨도는

분포가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송태민·김계수(2012)는 일반적



- 47 -

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일 경우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Curran et

al.(1997)은 왜도의 절대값이 3.0 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8∼20 이내로 설

정하였다.

2) 다변량 정규성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은 Mardia의 다변량 첨도계수

(Mardia's coefficient of multivariate kurtosis)를 통해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희연·노승철(2013)은 c.r(critical ratio)의 임계치가 Z값과

같기 때문에 1.96이상이면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했다. 여기

서, c.r은 왜도와 첨도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 왜도와 첨도 지

수값들이 유의한 가를 확인하는 통계량이다.

3. 경로 분석

각 연구모형에 대해 관측변수, 잠재변수 및 오차를 설정하고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화살표)과 모수를 설정하였다.

관측변수는 측정이 가능한 자료로써 잠재변수에 연결하여 잠재변수를

측정하며, 잠재변수는 관측변수에 의해 생성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가 많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관측변수를 요약하였다.

또한, 방향성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로계수(또는

회귀계수)이며, 비방향성 관계는 변수 간 공분산 관계(또는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모수는 관측변수들과 외생변수, 외생변수들과 내생변수의 경로

상에 지정하는 경로계수 값이다.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와의 관계이며, 오차는 측정오차와 구조오차로 구분한다. 측정오차

는 잠재변수가 관측변수를 설명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며, 구조오차는 내

생변수에 의해서 설명되고 난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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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통계적인

기법으로 복잡한 요인을 소수의 특정 공통요인으로 압축하여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변량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로부터 소수의 특징적인 변량을 합성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베

리맥스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유값(eigenvalue) 1이상, 누적기여율이 70% 이상인 경우 요인

분석으로 채택한다.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고, 요인부하량의 제곱근은 결정계수(R
2
)를 의미

함으로 요인이 해당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이 0.4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간주하고, 0.5 이상이

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을

0.5이상으로 적용하였다.

나. 다중공선성 검정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수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차와 분산

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점검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

0.1미만,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이상일 때 심한 다중공선성이 있다

는 것으로 간주한다(박일수 등, 2012).

공차 =


(식 3-11)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의 독립변수 (식 3-12)



- 49 -

4. 모형의 적용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수집된 자료는 간혹 측정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측정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연구자가 측정하기를 원한 속성이 아니라 다른 속성을 측정한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응답자의 고유한 성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

로는 응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측정오

류는 크게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송태민·김계

수, 2012)

가. 신뢰성 검정

신뢰성(reliability)은 비체계적인 오류와 관련된 개념으로 동일한 측정

대상(변수)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매번 반복 측정

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

구에서는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측정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반분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문항분석(item-total

correlation), Chronbach's alpha 지수 방법 중 Chronbach's alpha 지수

를 적용하였다.

나. 타당성 검정

타당성(validity)은 체계적인 오류와 관련된 개념으로 측정 도구를 통

하여 측정한 것이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타당성은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결국, 측정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을 측정할 수 있

고,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성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을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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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량(표준적재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로 구분하였

고, 표준적재치가 0.5 이상(통계적인 유의성 C.R>1.96, p<0.05), 평균분산

추출(AVE)이 0.5 이상, 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균분산추출(AVE)은 관측변수 표준적재치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

준적재치의 제곱과 오차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강도에 대한 산출식

은 다음의 (식 3-13)과 같다.

AVE근로강도 = (λ주행시간
2
+···+ λ운전시간초과

2
) / [(λ주행시간+···+ λ운전시간초과)

2
+

오차근로강도] (식 3-13)

개념신뢰도는 표준적재치 합의 제곱을 표준적재치 합의 제곱과 오차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강도에 대한 산출식은 다음의 (식 3-14)와 같다.

개념신뢰도근로강도 = (λ주행시간+···+ λ운전시간초과)
2
/ [(λ주행시간+···+ λ운전시간초과)

2

+오차근로강도] (식 3-14)

또한, 판별타당성은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상관관계가 높은 잠재변수

간의 차별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

치성 정도를 나타낸다.

법칙타당성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

개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 51 -

5. 모형 적합도 검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데이터에 의해 잘 부합되면서 모형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적합도 평가지수 들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을 이용한다.

절대적합지수는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적합한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증

분적합지수는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간명적합지수는 제안모형의 적합지수, 즉 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

이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송태민·김계수, 2012).

그러나, 적합도 지수들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지수가 가

장 좋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기 지표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소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χ2/df 지수와 표

본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지수인 RMSEA, RMSR, CFI,

TLI(NNFI)를 사용하였다(Fan et al., 1999; Ding et al, 1995).

가. 카이자승/자유도 비율(χ2/df)

카이자승검정(χ2)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χ2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설현수(2003)

는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χ2 값

이 커지게 되어 일종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고, 표본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χ2 값은 작아지게 되어 이종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사용할 뿐 실제 적합

도 평가기준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χ2 값은 해석하지 않기로 판단을 하였으며, χ2 값에 자

유도를 나눈 Q(χ2/df)값을 사용하였다. Q값은 3∼5보다 적으면 보통, 2보

다 적으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송태민·김계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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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사오차자승평균의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모델의 복합성을 교정해준다는 의미에서 간명성 조정지수

라고도 하며, 비중심적 χ2 분포에 근사한다. 일반적으로 RMSEA값 산출

식과 채택기준은 다음과 같다(이희연·노승철, 2013; 설현수, 2003).

RMSEA = max 본크기
 

                        (식 3-15)

RMSEA < 0.05 :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 < 0.08 : 괜찮은 적합도(fair fit)

RMSEA < 0.10 :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 > 0.10 :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

다. 표준화된 잔차평균자승이중근(SRMR, Standardized RMR)

SRMR은 관측된 공분산 행렬과 공분산 행렬의 차이인 잔여 공분산 행

렬을 더해 평균을 산출한 후 제곱근을 씌운 지수가 잔차평균인 RMR이

며, SRMR은 RMR을 표준화한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0.08이하면 좋은 모

형으로 평가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라.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CFI는 모델 개발전략이나 또는 표본이 작은 경우에 다른 지수들에 비

해 더 적합한 지수로 간주되며, 산출식과 채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식 3-16)

여기서,  ,  는 연구자의 추정모형과 기초모형에서 추정된 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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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Measures)

p>.05 적합

Q( /df)
≤2(양호)

≤3 or 5(보통)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05 좋음

≤.08 양호

≤.10 보통

SRMR(Standardized RMR) ≤.08 적합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Measures

CFI(Comparative Fit Index) ≥.90 적합

TLI(Turker-Lewis Index) ≥.90 적합

모수추정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0.9보다 크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

다.

마. 터커-루이스지수(TLI, Turker-Lewis Index)

TLI는 비표준적합지수(NNFI: nonnormed fit index)라고도 하며 추정

하고자 하는 모형과 기초모형의 비교지수와 간명성을 결합하여 측정한

것으로 0.9이상이면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주요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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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통사고 및 입력자료 특성 분석

제1절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현황

1. 운수회사 운영현황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운수회사 수는 19,535개, 보유대수는 520,065대,

운수종사자수는 699,793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회사수는 일반 화물회사

가 12,510개로 가장 많았고 전세버스가 1,871개, 법인택시가 1,716개로 나

타났다. 보유대수는 개인택시가 163,733대, 일반화물 120,693대, 법인택시

가 90,533대 순으로 나타났고, 운전자수는 개인택시가 163,673명, 일반화

물 154,353명, 법인택시가 115,003명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1> 운수회사 현황

(단위 : 회사수, 대, 명)

구분
회사수 보유대수 운전자수

‘14 ‘15 ‘14 ‘15 ‘14 ‘15

계 18,343 19,535 507,523 520,065 691,119 699,793

버스

시내외 555 562 43,564 44,644 79,735 80,395

전세 1,783 1,871 44,532 46,350 40,405 41,181

고속 10 9 1,886 2,089 3,023 3,048

마을 879 886 4,297 4,470 7,864 7,966

특수 1,203 1,230 2,662 2,697 2,071 2,074

버스소계 4,430 4,558 96,941 100,250 133,098 134,664

택시

법인 1,724 1,716 90,573 90,533 118,260 115,003

개인 - 174 163,891 163,733 163,240 163,673

택시소계 1,724 1,890 254,464 254,696 281,500 278,676

화물

일반 11,483 12,510 111,822 120,693 146,283 154,353

개별 61 70 25,145 26,396 51,879 52,778

용달 470 507 8,412 18,460 78,359 79,322

화물소계 12,014 13,087 155,379 165,549 276,521 286,453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2016),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2015년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통계



- 55 -

2. 운수종사자 근로현황

2015년 기준 운수종사자의 재직기간, 운전경력 기간 및 이직경험 횟수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2015년 말에 취업중인 운수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7년 8개월이며,

업종별로는 개인택시가 13년 9개월, 개별화물 8년 11개월, 고속버스 8년

10개월, 용달화물 7년 3개월, 시내·외 버스 6년 7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은 운수종사자 개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고속버스와 시내·외 버스

등 버스업종의 재직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 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 회사에서의 평균 운전경

력은 3년 2개월로서 업종별로는 개인택시가 11년 2개월, 고속버스가 10

년 9개월, 개별화물이 5년 10개월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마을버스는 1년 3

개월, 전세버스 1년 8개월, 법인택시 2년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

인택시는 평균 재직기간 결과와 동일하게 면허를 취득하면 정년퇴직 기

준 없이 고령까지 운전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고속버스가 가장 긴

기간동안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에 취업중인 운수종사자의 평균 이직경험 횟수는 1.9회로 2

회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전세버스가 3.3회, 고속버스 및 법

인택시가 2.9회, 시내·외 버스가 2.7회 순으로 법인택시를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버스업종이 높게 나타났고, 용달화물 0.8회, 개별화물 1.1회, 일반

화물 1.4회 등 화물업종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운수종사자 근로현황을 분석한 결과, 버스업종의 운수

종사자는 평균 재직기간이 길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직경험 횟수

가 높게 나타났다. 즉, 타 업종대비 오랜 기간 운수업에 종사하나 근로강

도 등이 높아 이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버스

업종 중에서도 고속버스 업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56 -

<표 4-2> 운수종사자 업종별 근로현황

구분
재직기간
(년.월)

운전경력
(년.월)

이직경험
(횟수)

계 7.8 3.2 1.9

버스

시내 외 6.7 3.6 2.7

전세 2.11 1.8 3.3

고속 8.10 10.9 2.9

마을 2.9 1.3 2.2

특수 5.5 3.2 1.6

소계 5.3 2.8 2.9

택시

법인 4.6 2.0 2.9

개인 13.9 11.2 1.7

소계 9.11 2.11 2.2

화물

일반 5.5 3.7 1.4

개별 8.11 5.10 1.1

용달 7.3 4.11 0.8

소계 6.7 4.3 1.2

* (재직기간, 이직경험) '15년말 취업중인 운전자 기준, (운전경력) '15.1.1～

'15.12.31까지 퇴사한 운수종사자의 운수회사별 평균 재직 기간

** 연령(만) : '15.12.31일 기준

*** 단위(년.월) : 년월을 소수점으로 구분 (ex) 7.10이면 7년10개월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2016),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2015년 사

업용자동차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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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사고 특성분석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발생 추세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

고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통사고의 발생 추세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줄어들지 않으나 사망자수는 매년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도별 전체 도로교통사고 통계

구분 발생건수(건)
사상자수(명)

사망자 부상자 계

2012년 223,656 5,392 344,565 349,957

2013년 215,351 5,092 328,711 333,803

2014년 223,552 4,762 337,497 342,259

2015년 232,035 4,621 350,400 355,021

2016년 220,917 4,292 331,720 336,012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각 연도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도 2015년도를 제외하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도별 사업용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통계

구분 발생건수(건)
사상자수(명)

사망자 부상자 계

2012년 49,110 910 78,306 79,216

2013년 46,480 818 73,356 74,174

2014년 46,205 787 72,759 73,546

2015년 46,504 822 72,705 73,527

2016년 46,582 760 72,481 73,241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각 연도(건설기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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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표 4-5>와 같다. 2016년

도 기준으로 버스업종이 794.9건, 택시업종 857.4건으로 화물업종 352.9건

보다 크게 나와 버스와 택시업종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교통사고 추세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택시업종은 크게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화물과 버스업종은 사고가 늘거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분 버스 택시 화물 평균

2012년 854.9 1,045.2 289.7 768.2

2013년 859.5 959.9 317.6 736.3

2014년 862.3 911.0 338.3 719.5

2015년 872.2 884.0 363.8 716.3

2016년 794.9 857.4 352.9 684.9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통계, 각 연도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표 4-6>과 같다. 2016

년도 기준으로 버스업종이 16.4명으로 가장 높으며, 화물 12.8명, 택시

8.4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버스업종의 경우 다수의 승객이 탑

승하여 사고발생시 사고의 심각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 4-6>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버스 택시 화물 평균

2012년 21.6 10.4 12.3 13.2

2013년 17.5 9.1 12.4 11.8

2014년 18.5 8.4 12.5 11.7

2015년 18.9 9.0 13.0 12.2

2016년 16.4 8.4 12.8 11.3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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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원인분석

도로유형별 법규위반별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표 4-7>과 같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발생요인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6.3%를 차지하며,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운행방법위반 순으

로 나타난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안전운전불이행이 68.3%를 차지하고,

안전거리미확보, 차선위반 순으로 나타난다.

<표 4-7> 2016년 도로유형별 법규위반별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전체 고속도로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과로 5 0 17 2 0 3

과속 663 194 1,115 36 8 96

앞지르기방법위반 93 2 113 1 0 1

앞지르기금지위반 328 3 518 4 0 9

중앙선침범 10,712 338 18,451 27 3 53

신호위반 24,408 352 40,297 11 2 28

안전거리미확보 20,660 73 36,161 1,056 17 2,861

일시정지위반 536 2 861 1 0 1

부당한회전 1,373 28 1,856 1 0 3

우선권양보불이행 18 0 27 0 0 0

진로양보불이행 38 0 56 0 0 0

안전운전불이행 124,399 2,953 177,933 2,968 238 6,835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4,602 70 23,332 0 0 0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808 178 8,198 0 0 0

차선위반(진로변경) 3,730 12 5,973 172 0 332

직진우회전진행방해 6,619 38 11,123 0 0 0

철길건널목통과방법 4 0 6 0 0 0

긴급차피양의무위반 1 0 7 0 0 0

기타 4,908 49 5,649 67 5 95

소계 220,905 4,292 331,693 4,346 273 10,317

정비불량 12 0 27 1 0 1

계 220,917 4,292 331,720 4,347 273 10,318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2017), 교통사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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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체 19,769 481 331,720

주·야간 전체 교통사고는 주간이 야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

은 반면, 사망자수는 야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야간의 사고가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이며, 야간은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표 4-8> 2016년 도로유형별 주·야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주 간 야 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 체 125,808 2,135 189,143 95,109 2,157 142,577

고속도로 2,585 120 6,745 1,762 153 3,573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2017), 교통사고통계분석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8.94%에 해당되나 사

망자수는 11.2%로 구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2016년 음주운전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2017), 교통사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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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운수회사와 운수종사자 현황분석 및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

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국내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심각한 수준이였으며,

사업용자동차 대수를 고려할 경우, 버스업종이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것으

로 분석하였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46,582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220,917건 대비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760명이 발생되어 전체 사망자 수 4,292명 대비 17.7%를 차지하는 등 심

각한 수준이다.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업종별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버스업종이

794.9건, 택시업종 857.4건으로 화물업종 352.9건 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버스와 택시업종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고, 사망자수는

버스업종이 16.4명으로 가장 높으며, 화물 12.8명, 택시 8.4명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버스업종의 경우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업종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버스업종의 운수종사자의 경우 운수업에 가장 길게 종사

하나 이직경험이 많아 운수회사의 근로여건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버스업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타 업종대비 평균 재직

기간이 길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직경험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타 업종보다 근로강도 등이 높아 타 회사로의 이직이 빈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버스업종 중에서도 고속버스 업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원인의 명확하지 않아 운수종사자의

인적요인과 교통사고 경향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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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경찰청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220,917건 중 법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220,905건으로 99.99%에 해당되며, 정비불량에 의한 차량결함 요인

은 12건으로 0.01%에 해당된다. 즉, 국내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인적요인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교통사고 원

인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안전운전불이행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안전거리미확보, 차선위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안전거리미확보는 뒤따르는 차량이 과속을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며,

차선위반(진로변경)은 급차로변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안전운전불이행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안전운

전불이행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 규정으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교통안전공단(2010)에 따르면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사고가 났던 운전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졸음운

전이 36.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20.0%, 급제동·핸들과대조작 등

운전 미숙이 18.3%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이 값은 경찰청 자료 과로 2

건, 과속 36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사고요인이 과로

나 과속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가 취약한 사업용자동차 버스업종에 대해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근로강도, 위험운전행동 등이 교통

사고 및 법규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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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구축 방법

1. 구축개요

본 연구에서는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운전자 개인적 특성요

인이 실제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형의 특성상 정확도가 높은 실증 자료의 사

용이 요구된다. 즉, 선행연구와는 차별화하여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자료

를 수집하지 않고 디지털 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집된 정밀한 자료를 활

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근로강도 및 위험운전행동 자료구축은 운수회사의 사업용자동차

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운수회사는 사업용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 중 일정한 주행노선을 운

행하여 도로환경적인 요인과 교통통제요인이 최대한 배제되어 인적요인

을 설명하기 용이한 버스업종을 선정하였고, 구축기간은 디지털운행기록

계 장착 후 수집된 자료 구득이 가능한 기간으로 최근 3년간(’14∼’16년)

의 509,371건의 운행기록 자료를 수집하였고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구축

하였다. 다만 운전자 인적요인만을 고려하기 위해 보행자, 자전거, 이륜

차 이용자 등이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면교

차로 및 신호가 없는 연속류 형태인 고속도로의 노선을 주행하는 운전자

의 운행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강도는 운전시 생성되는 운행기록파일을 토대로 주행거리는 누적

주행거리로 산정하였고, 주행시간은 정보발생일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의 차이를 계산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근로초과일은 1일 9시간을 운행한

날을 말하며, 하루 동안 생성된 운행기록파일의 주행시간을 모두 합친

후 9시간이 넘은 날을 계산하여 빈도수를 산정한 것이다. 1회 운전시간

초과 횟수는 1회 최대운전시간인 4시간을 초과한 횟수를 말하며, 운행기

록파일의 주행시간이 4시간이 넘은 것의 빈도수를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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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행동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한 11개 유형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4개 유형인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으로 산정하였고,

위험운전행동 건수는 운행기록자료상의 차량속도, 차량위치(GPS), 방위

각, 가속도 등을 통해 산정하였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운전심리를 알 수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의 결과를 추출하였다. 운전능력은 외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 지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

검사, 주의전환검사, 주의폭검사, 변화탐지검사, 거리지각검사, 인지능력

검사, 현장의존성 검사로 구분이 되며, 기기형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

다. 운전심리는 인성긍정검사, 현실판단검사, 우울불안검사, 분노공격검사

등으로 구분이 되며, 집필형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2)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는 위험운전

행동과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동일한 수집기간인 최근 3년간(’14∼’16년)

의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교통사고 자료는 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로 구분하였고, 법규위반 자료는 벌점, 법규위반 건수, 음주운전

횟수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의 구축과정은 <그림 4-1>과 같으며, 본 장은

구축 개요, 자료의 구축 방법, 자료의 특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그림 4-1> 자료의 구축 과정

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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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구간 선정

본 연구에서는 버스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

사고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운

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 이외의 도로 및 교통요인 등의 외부영향을 배

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도로 및 교통요인 등은 도로의 등급, 도로선형 및 횡단면 조건과 교통

제어시설물, 신호체계, 교통량, 날씨 및 가시거리 등이 해당되며,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다.

첫 번째, 곡선반경이 작거나 급한 내리막 또는 오르막 경사, 특히 급한

내리막 직선 후 작은 곡선반경 등 복합적인 도로선형 등은 운전자의 실

수를 유발한다. 또한, 자동차를 주행하는 차로와 인접하여 보도 및 자전

거 도로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도로이용자가 상충을 유발할 수 있고,

차로폭이 좁아 진행방향 차량과의 마찰이 발생되거나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에 의해 급한 핸들조작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을 수 있다.

두 번째, 교통제어시설물 및 신호체계는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차량

및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교차상충이 되거나 정지선에서 급감속

또는 급가속 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세 번째,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차량의 지정체가 반복되며, 특히 도시부

도로의 경우 짧은 구간에서 최고제한속도의 변화로 속도편차가 크며, 교

차로가 빈번하여 운전자 인적요인에 의한 위험운전행동 보다는 전방의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가속, 급감속, 차로변경 등 위험운전행동이 발생되

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발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날씨 등의 측면으로는 우천시 노면의 수막현상으로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노면표시가 반사되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며, 눈

과 안개발생시 노면이 미끄럽거나, 가시거리가 짧아 전방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줄이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감속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도로환경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 4-10>과 같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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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횡단면이 가장 양호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고속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선형에 의한 외부영향을 최소화하였

으며, 이는 고속도로가 최고제한속도가 100km/h 구간으로 일정하고 교통

흐름이 끊이지 않는 연속류로서 교차로 및 신호체계가 없어 교통조건에

대한 요인도 배제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우천시, 안개 등 발생시에는 운전자의 시정거리가 짧아져

운전자의 주행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기후조건의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해서 기상청의 기후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정거리가 짧은 안개 발생

일과 강우가 심한 날 44일의 운행기록은 제외하였다.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현상으로 수평 시정이 1 ㎞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박무는 엷은 안

개로 시정 1 ㎞ 이상으로, 무수히 많은 미세한 물방울이나 습한 흡습성

알갱이가 대기 중에 떠 있어서 먼 곳의 물체가 흐려 보이는 현상으로 연

무보다 습도가 높고, 회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연무는 시정 1 ㎞ 이상

으로,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서 공기의 색이 우윳빛으로 부옇게 보이는 현상으로 화산의 분출물

이나 바람에 날린 먼지·황사 등 천연의 먼지가 공기 중에 섞여 있어 발

생하거나 도시나 공업 지대 등에서는 공장이나 주택 등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인간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적 오염

물질 등에 의해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시적인 지정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 및 고장차 발생지점을 배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자료구득 및 영향권 설정이 어렵고

발생이 빈번하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배제하

지는 않았으나 평균 80km/h 이하로 주행하는 운행기록 자료는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여 외부 교통요인을 최소화 하였다. 이는 도로용량편람

(2013)의 ‘고속도로 기본구간 속도-교통량 곡선과 서비스수준’ 표에 근거

하여 설계속도 100km/h 구간에서 서비스수준 E의 평균속도가 80km/h인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수준 F구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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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운전자 위험행동 유발 요인 통제변수 및 조건

변 수 통제조건

도로등급 ·고속도로

도로선형/횡단면
·도로선형 : 양호(지방도 국도 대비)

·횡단면 : 양호(좌회전차로 없음)

교통조건

·최고제한속도 : 100km/h

·지정체 최소화 : 주행속도 80km/h 이상

·교차로 : 없음

·교통신호 : 없음

날씨 ·맑음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도로 및 교통요인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 4-10>과 같이 운전자 위험행동 유발 요인

통제변수 및 조건을 설정하여 <표 4-11>, <그림 4-2>와 같이 수원과

대전, 대전과 마산, 대전과 김해, 대전과 창원, 천안과 마산, 천안과 창원

터미널을 운행하는 최종 6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표 4-11> 운수회사 운행노선 현황

운행구간 GPS 좌표(경·위도)

수원버스터미널↔대전복합터미널
·수원(37.25077, 127.01940)

·대전(36.35116, 127.43757)

·천안(36.82048, 127.15554)

·마산(35.23879, 128,58364)

·김해(35.22777, 128.87356)

·창원(35.23635, 128.63919)

대전복합터미널↔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전복합터미널↔김해여객터미널

대전복합터미널↔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천안종합버스터미널↔마산시외버스터미널

천안종합버스터미널↔창원종합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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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운행기록 분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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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기록을 활용한 위험운전행동 및 근로강도 자료구축

가. 디지털운행기록 자료구조 분석

운행기록계는 1925년 독일에서 개발되었는데, 독일어로 회전속도계

(tachometer)와 기록(graphik) 2개의 문자에서 Tachograph라는 이름이

탄생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운행기록계가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EU에서는 1970년 이후에 사용 이후 사업용자동차(3.5t 이상 트럭, 9인

승 이상의 버스)에 의무 부착을 하고 있으며 운전시간, 휴식시간, 속도제

한 준수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시 외국에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 수입되었는데, 이러한 자동차에 이미 운행기록계가 설

치되어 있었던 것이 초기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를 접하게 된 계기

가 되었다(박우섭, 2005). 2009년에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신

규 등록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까지, 버스 및

법인택시는 2012년 12월 31일, 화물 및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 31일까

지 의무적으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하였다.

또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사람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운행기록장치 또는 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활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하

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운행기록데이터 구조는 <그림 4-3>과 같이 Header 데이터와 Body 데

이터로 구분된다. Header 데이터는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

차 유형, 자동차 등록번호, 운송사업자 등록번호, 운전자 코드 등 79개

숫자로 구성되며 생성되는 파일의 상단에 최초 1회만 생성된다. Body

데이터는 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정보발생 일시, 차량속도, 분당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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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회전수, 브레이크신호, 차량위치(GPS X좌표, Y좌표), 위성항법장치 방

위각, 가속도(종방향, 횡방향), 기기 및 통신상태 코드 등 68개 숫자로 구

성되며 1초 단위로 생성된다.

<그림 4-3> 운행기록데이터 구조3)

나. 위험운전행동 관측변수 자료구축

위험운전행동 관련 자료구축을 위해서는 운수회사의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가 부착되어야 하며, 운행기록은 이 장치를 통

해 자동차의 시동이 켜지면 데이터 생성이 시작되고 주행이 완료 후 시

동이 꺼지면 데이터 생성이 종료되어 1회 운전기록이 하나의 파일로 만

들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별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정보, 차량정보, 배차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운수회사에서는 인력과 비용의 한계로 관리가 미흡한 형편이다.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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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차량, 배차정보 등록이 우수한 운수회사를 선정

하였고,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후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간과 운전자

습관을 관측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14∼’16년)의

운행기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운수회사의 전체 운행기록 중에 위험운전행동 요인에 영

향을 미치는 도로 및 교통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운행 시작지점과 종료지

점의 GPS X(경도), Y(위도) 좌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6개 구간을 운행

한 운행기록만을 추출한 결과, 최종 43,135건의 운행기록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운행기록 파일을 활용하여 운수종사자별 위험운전행동 빈

도를 유형별로 산정하였다.

위험운전행동 유형은 운수종사자 난폭운전 습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 4-12>와 같이 교통안전

공단에서 개발한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급앞지르기, 급진로변경 등 11개 유형을 적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고속도로임을 고려하여 급정지, 급출

발,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유턴 등과 같은 유형은 제외하고 과속, 급가

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4가지 유형만 활용하였다.

각 위험운전행동 유형별 정의 및 자료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속은 도로 제한속도를 일정속도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로 정의

하였으며, 1초 단위로 수집되는 속도를 분석하여 3초 이내의 과속은 1건

으로 적용하고, 4초 이상은 별도의 건으로 산정하였다. 급가속은 초당

11km/h 이상∼25km/h 이하 가속 운행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3초 이내

의 급가속은 1건으로 적용하고, 4초 이후는 별도 건으로 산정하였다. 급

감속은 초당 7.5km/h 이상∼40km/h 이하 감속 운행한 경우로 정의하였

으며, 1초 이내는 급감속은 1건으로, 2초 이후는 별도 건으로 처리하였

다. 급차로변경은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방향이 좌측 또는 우측

으로 차로를 변경(15∼ 30˚)하며 가감속(초당 –5∼+5km/h)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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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운전행동 건수는 운전자별로 최대 3년간 운행기록을 분석하

였으며, 운전자별로 주행거리가 달라 100km 당 위험운전행동 건수로 환

산하여 적용하였다.

<표 4-12> 위험운전행동 유형 및 정의4)

위험운전행동 정 의

과속

유형

과속

·도로 제한속도 보다 20km/h 초과 운행한 경우

- 연속적인 과속행동을 1건으로 분석

※ 간격이 3초 이내는 1건으로, 4초 이후는 별도 건으로 처리

장기과속

·도로 제한속도 보다 20km/h 초과해서 3분 이상 운행한 경우

- 연속적인 과속행동을 1건으로 분석

※ 간격이 3초 이내는 1건으로, 4초 이후는 별도 건으로 처리

급가속

유형

급가속

·초당 11km/h 이상∼25km/h 이하 가속 운행한 경우

- 연속적인 급가속행동을 1건으로 분석

※ 간격이 3초 이내는 1건으로, 4초 이후는 별도 건으로 처리

급출발
·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초당 11km/h 이상∼25km/h 이하

가속 운행한 경우

급감속

유형

급감속

·초당 7.5km/h 이상∼40km/h 이하 감속 운행한 경우

- 연속적인 급감속 행동을 1건으로 분석

※ 간격이 1초 이내는 1건으로, 2초 이후는 별도 건으로 처리

급정지 ·초당 7.5km/h 이상∼40km/h 이하감속하여속도가 "0"이된경우

급회전

유형

급좌회전
·속도가 15km/h 이상이고, 2초 안에 좌측(60∼120° 범위)

으로 급회전한 경우

급우회전
·속도가 15km/h 이상이고, 2초 안에 우측(60∼120° 범위)

으로 급회전한 경우

급U턴
·속도가 15km/h 이상이고, 3초 안에 좌측 또는

우측(160∼180°범위)으로 급하게 U턴한 경우

급차로

변경

유형

급앞지르기
·초당 11km/h 이상 가속하면서 진행방향이 좌측 또는

우측(30∼60˚)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한 경우

급차로변경
·속도가 30km/h 이상에서 진행방향이 좌측 또는 우측(15∼ 30˚)

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가감속(초당 -5∼+5km/h)하는 경우

4) 교통안전공단(2010),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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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차시간

중간정류소 정차시간

시소재지 5∼20분

읍소재지 3∼15분

면소재지 및 기타 2∼10분

중간휴게소 정차시간 10∼15분

다. 근로강도 관측변수 자료구축

운행기록 파일을 활용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별 주행거리와 주

행시간, 운전시간, 1일 근로시간 초과일, 1회 운전시간 초과횟수 등 근로

강도 요인을 산정하였다.

주행거리는 운행기록데이터 수집항목 중 누적주행거리를 이용하여 산

정하였다.

주행시간은 주행시작시 정보발생일시와 주행종료시 정보발생 일시의

차이로 산정하였고, 운전시간은 주행시간에서 정차시간을 뺀 값으로 실

제 주행한 시간만을 고려하여 주행시간과 차별화 하였다.

주행시간과 운전시간의 차이(정차시간)가 발생되는 이유는 버스업종의

경우 지역거점에 중간정류소를 두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중간휴게소에 머

무르기 위하여 정차하기 때문이며, 이는 <표 4-13>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중간정류소 정차시간

은 시소재지인 경우 20분, 읍소재지인 경우 15분, 면소재지 및 기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 이상 연속주행 노선 중 중간정류소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휴게소에서 15분 초과하여 휴식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휴식시간은 운행시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4-13> 시외버스 정차시간 책정기준

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실제 노선별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평균 주행시간과 평균 운전시간

의 차이는 노선별로 25분에서 42분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노선의 길이가 길수록 중간 정류소에 정차하고, 중간휴게소에

정차하여 정차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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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노선별 주행특성

구 분 주행시간 운전시간 정차시간 중간정류소

수원 ↔ 대전 3시간 06분 2시간 34분 32분 오산

대전 ↔ 마산 2시간 52분 2시간 24분 28분 -

대전 ↔ 창원 3시간 09분 2시간 33분 36분 마산

대전 ↔ 김해 3시간 40분 2시간 58분 42분 창원

천안 ↔ 마산 3시간 33분 3시간 00분 33분 -

천안 ↔ 창원 3시간 06분 2시간 34분 32분 마산

본 연구에서는 운수종사자 근로강도 요인의 자료 구축시에는 정차시간

이 포함하는 주행시간을 사용하였고, 구간 평균속도 구축시에는 운전시

간을 적용하였다.

월평균 근로초과일은 운전자별로 1일 운행기록의 주행시간을 합산하였

고 현재 외국에서 시행중인 운수종사자의 1일 최대운전시간인 9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초과일수를 산정하였다.

1회 운전시간 초과횟수는 1회 주행시 4시간 이상을 주행한 횟수로 산

정하였고, 운전시간에는 중간정류장 정차시간과 휴게소 정차시간을 포함

한 주행시간 개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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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성검사 결과를 활용한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 자료구축

가. 운전적성정밀검사 자료구조 분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나이(20세 이상)와

운전경력(1년 이상)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

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5)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을 합격한 후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

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시교육을 이

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경향성(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

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검

사로써 불안전한 운전행동을 유발하는 운전적성 요인들을 보유한 운전자

는 교통사고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운전행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스위스, 이탈리

아, 헝가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 운영 중에 있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적성검사의 종류는 신규검사, 특별검

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규검사는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

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

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등이 대상자

이다. 특별검사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와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

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등이 대상

자이다.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의 택시운송 사업을 제외한 운수종사

자를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이내, 70세 이상

인 사람은 1년 이내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9조

6)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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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조건에서 검사를 받는 특수검사, 자격유지검사

의 경우 신규(유지)검사와 검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유지)검사 결

과만을 활용하였다. 신규(유지)검사 항목은 지각운동검사 요인인 속도예

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

지각검사와 지적능력검사인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와 적성능력요인

인 현실판단성, 인성정서성, 정서사회성 등의 검사로 구분되며, 각 검사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7)

가. 지각운동검사의 측정요인8)

지각운동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인간 행동에 관한 요인들 중

운전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검사하는 것으로 주의력과 상황인식력

이 지각운동요인의 대상이 된다.

주의력과 관련 것으로는 운전도중 주위에 나타나는 차량 및 교통신호

에 얼마나 잘 주의(attention)를 배분(allocation)하는가, 또한 하나의 대

상(예를 들어 선행차량)에서 다른 대상(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으로

주의를 얼마나 잘 전환(switch)하는가, 다양한 시각 정보들 중에서 운전

과 관련된 정보들을 관련 없는 정보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

는가, 매 순간 주어지는 시각정보들을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상황변화나 새로운 대상 출현을 잘 탐지하고

포착하여 대처하는가 등을 측정한다.

상황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운전 시 진행하고자 하는 경로의 방향을 계

속 유지하면서 이와 동시에 자신이나 다른 차량의 위치 및 속도 변화,

도로여건, 그리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자체의 상태변화 등에 대해 계

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차량들, 도로 연건 및

자신의 차량상태가 시간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한다.

7)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별표 1∼3)

8)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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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예측 검사방법

운전 중 나타나는 자동차나 보행자 등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면상에 일정한 속도의 자동차가 오른

쪽이나 왼쪽에서 임의로 나타나며,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음을 고려

하여, 터널 끝의 목표지점에 자동차가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속도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검사이다.

(2) 정지거리예측 검사방법

자동차의 이동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자동

차 제어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면상단에 노란색 이동선이 도

로 위를 빠름, 보통, 느림의 세 가지 속도로 이동하며, 적색선에 위치하

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하며, 실제 운전처럼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급정거하여 이동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동속도를 반영하여 미끄러지

면서 멈추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색 정지선 위에 멈출 수 있

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사전에 조작하여 검사한다.

(3) 주의 전환(attention switching) 검사방법

운전상황에서 출현하는 물체에 대한 인식능력과 예기치 않게 갑자기

나타나는 사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주의를 돌려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리 제시되는 사전단서(#) 위치에 주목하고 이

후 화살표 한 개와 화살표와 유사한 모양의 방해자극 일곱 개가 동심원

형태로 제시되면 사전단서가 제시된 위치를 주시하다가, 화살표가 가리

키는 방향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반응하는 검사이다. 단, 우물정자가 나

타난 위치에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다른 위치를 찾

아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여 검사한다.

(4) 주의폭 검사방법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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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배분 및 주변시 탐지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면 중앙

에 한 개의 숫자가 제시되었다 사라진다. 우선 처음 제시된 한 개의 숫

자가 4∼5개로 구성된 숫자세트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주변

에 나타난 목표자극(화살표의 방향)에 반응하도록 한다. 처음 제시된 숫

자가 이후에 제시된 숫자세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 버튼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오’ 버튼을 누른고, 화살표의 방향에 맞게 왼쪽이면 ‘왼

손’ 버튼을, 오른쪽이면 ‘오른손’ 버튼을 눌러 검사한다.

(5) 변화탐지 검사방법

운전 시 복잡한 상황에서 변화사항을 기억하여 탐지하는 능력을 측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면 전체에 걸쳐 3∼5개의 서로 다른 모양(원, 네

모, 세모, 십자가, 마름모)과 색상(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을 가

진 도형들이 동시에 제시되었다가 1초 후 사라지고, 이후 동일한 개수의

도형들이 다시 나타날 때 처음 제시되었던 도형들과 이후에 제시된 도형

이 동일하면 ‘왼손’ 버튼을 누르고, 동일하지 않으면 ‘오른손’ 버튼을 누

르게 하여 검사한다.

(6) 거리지각 검사방법

이동 물체에 대한 원근거리 지각능력 및 주․정차시 위치 판단의 정확

성 여부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경 등 교정시력 상태에서 수검한다.

운전자가 기기전방 250cm 지점에서 앉은 후 기기 속에 설치된 세 개의

지주 중 가운데 지주가 전․후방으로 움직일 때 3개의 지주가 평행이 되

었다고 판단 시 버튼을 눌러 검사한다.

나. 지적능력검사의 측정요인9)

운전자의 인지적 능력은 안전운전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으며, 운전 행동은 시각과 청각 등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적 단서들을

9)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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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운전 상황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내리고, 이

에 따라 운동 기관에 반응을 지시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지각

기능과 운동 기능을 통합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은 안전 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인

간 능력이다.

(1) 인지능력 검사방법

운전상황의 유동성 등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적응, 대처능력을 측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된 두 도형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주어진 도형과

관계되는 도형을 찾는 것으로 회전, 대칭, 소멸 등 다양한 논리로 구성되

며 매 문항마다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 검사한다.

(2) 지각성향 검사방법〔현장의존성, field dependence〕

운전상황에서 시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경과 배경 구

별 및 전경 내에서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변별능력 측정(장의

존성/장독립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순도형을 포함한 복잡한 도형 찾기

와 복잡한 도형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도형 찾기 등으로 검사한다.

다. 적응능력요인10)

적응능력요인은 인성검사를 의미하며,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성격적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검사는 교통사고의 유발 및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되는 성격적 취

약성을 평가함으로써 교통사고 성향자 또는 잠재적 사고운전자를 일차적

으로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는 우울불안성, 분노공격성, 정신적민첩

성, 현실판단력, 생활안정성 등 5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10)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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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판단(정서현실) 검사방법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 즉 현실적인 판단능력에 대한 항목으로, 상식

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력 상실, 상황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정신병적 상태 및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검사한다.

(2) 우울불안(인성정서) 검사방법

우울, 불안과 같은 내적인 심리 상태와 관련된 항목으로, 주의집중력

및 반응속도 저하, 기타 부수적 기능저하로 인한 사고위험성을 검사한다.

(3) 분노공격(정서사회) 검사방법

겉으로 드러난 적절하지 않은 행동 표출과 관련된 항목으로, 교통법규

위반, 자극 추구, 분노와 공격성 표출 등을 검사한다.

이상의 운전적성 신규(유지)검사에 대한 검사항목 및 측정내용을 정리

하면 <표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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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검사 측 정 내 용 비 고

지각

운동

요인

속도예측검사
·운전 중 나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예측 능력
24회

정지거리

예측검사

·자신의 차량에 대한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차량 통제력
18회

주의전환검사
·시각적 정보에 대한 반응능력

·예기치 않은 대상의 출현에 대한 반응능력
32회

주의폭검사
·전방, 측방, 후방 등 운전장면에 대한 주의분산 능력

·주변시 탐지 능력
32회

변화탐지검사 ·복잡한 운전장면에 대한 변화탐지 능력 36회

거리지각검사 ·원근거리 지각 능력 2회

지적

능력

요인

인지능력검사
·상황 유동성 등 복잡한 상황에서의 상황인식 및

판단능력

14문항
/7분

지각성향검사

(현장의존성)
·장의존성/장독립성(시각적 변별능력)

18문항
/10분

적응

능력

요인

인성긍정

(타당성)
·수검자의 반응일관성 및 긍정왜곡 성향 9문항

현실판단력

(정서현실)
·사고 및 지각문제 성향 24문항

분노공격

(정서사회)
·위법성/공격성, 충동성 성향 25문항

우울불안

(인성정서)
·불안/신체화, 우울 성향 26문항

정신적민첩성 ·기억력 및 주의력 부족 25문항

생활안정성 ·음주물질, 생활불안정성 22문항

<표 4-15> 신규(유지)검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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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검사항목

5
(우수)

4 3 2
1
(불량)

속도예측

검사

픽셀 48이하 48초과
72이하

72초과
112이하

112초과
162이하 162초과

배점 13 11 9 7 4

정지거리

예측검사

픽셀 111이하 111초과
170이하

170초과
248이하

248초과
352이하 352초과

배점 13 11 9 7 4

주의력

검사

주의

전환

ms 969이하 969초과
1,159이하

1,159초과
1,434이하

1,434초과
1,856이하 1,856초과

배점 23 20 16 11 6

주의폭
정반응수 31이상 29∼30 24∼28 10∼23 9이하

배점 23 20 16 11 6

변화

탐지

정반응수 31이상 27∼30 23∼26 19∼22 18이하

배점 23 20 16 11 6

거리지각

검사

mm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9이하

19초과
46이하 46초과

배점 5 4 3 2 1

인지능력

검사

정답수 13이상 10∼12 6∼9 4∼5 3이하

배점 50 45 39 31 20

현장의존성
정답수 16이상 11∼15 6∼10 5 4이하

배점 50 45 39 31 20

나. 운전능력 관측변수 자료구축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알 수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자료는 교통안전공

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판정결과 자료를 반영하였다.

검사 판정결과 자료는 검사항목이 동일한 신규검사와 유지검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검사항목으로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속도예측, 정지거리예

측, 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지각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검사항목별 판정결과는 <표 4-16>과 같이 1∼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항목별로 평가 등급이 높아질수록 우수하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6> 운전능력 요인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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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심리 관측변수 자료구축

운전자의 운전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의 경우도 교통안전공단 운수종

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판정결과 자료를 반영하였다.

검사 판정결과 자료는 검사항목이 동일한 신규검사와 유지검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검사항목으로는 운전심리를 판단하는 인지능력, 지각성향,

인성긍정, 현실판단, 분노공격, 우울불안 검사로 구성되어있다.

검사항목별 판정결과는 <표 4-17>과 같이 1∼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항목별로 평가 등급이 높아질수록 우수하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7> 운전심리 요인의 판정기준

평가등급
검사항목

5 우수) 4 3 2 1 (불량)

현실판단

(정서현실)

응답수 4미만 4이상
9미만

9이상
12미만

12이상
15미만 15이상

배점 26 22 18 14 9

분노공격

(정서사회)

응답수 12미만 12이상
19미만

19이상
23미만

23이상
27미만 27이상

배점 26 22 18 14 9

우울불안

(인성정서)

응답수 5미만 5이상
11미만

11이상
15미만

15이상
18미만 18이상

배점 26 22 18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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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경향성 자료구축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 역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위

험운전행동 자료 수집기간과 동일한 3년간(’14∼’16년)의 자료를 구축하

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활용

시에는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가 일반 자동차에서 발생이 되었

는지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된 자료인지를 알기 어렵다. 즉,

근로시간에 사업용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사고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비

사업용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사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행기록

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다.

수집항목으로는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및 벌점,

법규위반건수, 음주운전 횟수이며, 이 중 사망자수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각 항목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공단, 2017).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주차장 등 도

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된 사고는 제외한다.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며, 중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는 경우이다. 또한, 경상은 교통사고로 인하

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벌점은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즉, 속도위반은 최대 60점, 중앙선

침범 3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점 등으로 다양하고, 운전자의

벌점을 누계하여 산정하였다. 법규위반은 차로위반(진로변경), 과속, 안전

거리미확보, 안전운전불이행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

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음주측

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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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구축되는 자료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자료구축

구 분 단위 수집주기

운행기록

자료

주행특성

주행거리 km/월

3년

(’14∼’16년)

주행시간 h/월

근로초과일 일/월

운전시간초과 회/월

위험운동

행동특성

과속 건/100km

3년

(’14∼’16년)

급가속 〃

급감속 〃

급차로변경 〃

운전정밀

적성검사

결과

지각운동

요인

속도예측 등급

1회

정지거리예측 〃

주의전환 〃

주의폭 〃

변화탐지 〃

거리지각 〃

지적능력

요인

인지능력 〃

현장의존성 〃

적응능력

요인

인성긍정 〃

현실판단 〃

분노공격 〃

우울불안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

사고건수 건/월

3년

(’14∼’16년)

중상자수 명/월

경상자수 〃

벌점 점/월

법규위반 회/월

음주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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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의 특성 분석

1. 분석용 자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적용할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전자 성명, 나이, 운전경력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27

개 변수에 대해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운수종사자의 근

로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분석 결과, 현재 회사의 월평균 전체 주행

거리는 5,917∼16,736km, 월평균 주행시간은 107∼267시간으로 운전자별

로 큰 차이를 보였고, 유럽과 일본 등에서 근로여건을 제한하고 있는 1

일 최대운전시간 9시간 초과한 일수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0∼10.75일,

국내 1회 최대운전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4시간을 초과한 횟수는 0∼

18.76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별로 다양한 노선을 주행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대상 구간인 6개 노선을 주행한 횟수는 편도를 기준으로 주행경험이

적은 사람은 10회, 경험이 많은 사람은 1,447회로 나타났으며, 100km당

위험운전행동 건수는 과속이 100km당 130.02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되었고, 급차로변경, 급감속, 급가속 순으로 각각 100.82건, 47.55건, 15.6

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불량하고 5

등급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며, 분노공격 항목 평균이 4.64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불안, 변화탐지, 현실판단, 인성긍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은 3년간의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사

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부터 월평균 사고를 0.11건까지 발생한 운전자로

구분되어지고 중상자수 또한 0∼0.13명, 경상자수는 0∼0.10명으로 분포

를 가진다. 벌점은 0∼9.07점, 법규위반 0∼0.36건, 음주위반 횟수는 0∼

0.0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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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19>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행거리(km/월) 172 5,917 16,736 11,212.17 1,951.34

주행시간(h/월) 172 107 267 179.20 22.07

근로초과일(일/월) 172 .00 10.75 1.79 1.90

운전시간초과(회/월) 172 .00 18.76 3.84 3.56

노선 주행횟수(회/월) 172 10 1,447 171.07 325.21

과속(건/100km) 172 .02 130.02 18.20 34.91

급가속(건/100km) 172 .01 15.60 1.68 3.88

급감속(건/100km) 172 .01 47.55 5.15 11.20

급차로변경(건/100km) 172 .02 100.82 12.62 24.89

속도예측(등급) 172 1 5 3.46 .971

정지거리예측(등급) 172 1 5 3.63 .887

주의전환(등급) 172 1 5 3.47 .754

주의폭(등급) 172 1 5 3.93 .980

변화탐지(등급) 172 3 5 4.49 .645

거리지각(등급) 172 1 5 3.46 .984

인지능력(등급) 172 1 5 3.82 .966

현장의존성(등급) 172 1 5 3.70 .727

인성긍정(등급) 172 2 5 4.07 .992

현실판단(등급) 172 2 5 4.49 .617

분노공격(등급) 172 3 5 4.64 .527

우울불안(등급) 172 2 5 4.53 .597

사고건수(건/월) 172 0 .11 .014 .021

중상자수(명/월) 172 0 .13 .012 .024

경상자수(명/월) 172 0 .10 .012 .02

벌점(점/월) 172 0 9.07 1.20 1.61

법규위반(회/월) 172 0 .36 .05 .07

음주위반(회/월) 172 0 .06 .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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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과속

독립변수
과속

Corr. P-value Corr. P-value

주행거리 .377** .000 거리지각 -.171* .031

주행시간 .193* .015 인지능력 -.278** .000

근로초과일 .325** .000 현장의존성 -.183* .021

2. 운전자 위험운전행동과 개인적 특성요인 및 교통사고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운전자의 위험운

전행동 습관이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등 근로강도와 운전능력, 운전심리,

교통사고 경향성(사고건수, 중상 및 부상자수, 법규위반 횟수 등)에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가. 과속과 타 변수와의 상관분석

먼저 위험운전행동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과속이 타 변수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0>과 같이 분석되

었다.

과속은 다른 위험운전행동 유형인 급차로변경이 0.955, 급감속 0.86, 급

가속 0.818로 가장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 위험운전행동의 발생은 다른

유형들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심

리 요인인 현실판단 –0.658, 분노공격 –0.5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위험운전행동이 근로강도나 운전능력 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과는 중상자수 0.553, 법규위반 횟

수 0.514, 벌점 0.511, 사고건수 0.507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능력 요인인 정지거리 예측 -0.375, 주의폭 -0.350, 주의전환 -0.283

등으로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과는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종속변수 과속과 독립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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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과속

독립변수
과속

Corr. P-value Corr. P-value

운전시간초과 .265** .001 인성긍정 -.452** .000

노선 주행횟수 .270** .001 현실판단 -.658** .000

급가속 .818** .000 분노공격 -.573** .000

급감속 .860** .000 우울불안 -.310** .000

급차로변경 .955** .000 사고건수 .507** .000

속도예측 .054* .498 중상자수 .553** .000

정지거리예측 -.375** .000 경상자수 .289** .000

주의전환 -.283** .000 벌점 .511** .000

주의폭 -.350** .000 법규위반 .514** .000

변화탐지 -.053 .503 음주위반 -.068 .396

나. 급가속과 타 변수와의 상관분석

두 번째로 위험운전행동 중 급가속이 타 변수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1>과 같이 분석되었다. 급가속의 경

우도 가속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험운전행동 유형인 급차로변경이 0.891,

과속 0.818, 급감속 0.730으로 가장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 위험운전행동

의 발생은 다른 유형들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

음으로는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인 중상자수 0.647, 사고건수 0.587, 법규

위반 횟수 0.584, 벌점 0.5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전심리 요인과는

현실판단 –0.542, 분노공격 -0.462, 인성긍정 -0.439 등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전능력 요인인 정지거리예측 –0.261, 주의전환 –

0.255, 주의폭 -0.227 등으로 상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양호한 운전자가 위험운전행동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운전능력요인의 속도예측, 거리지각과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의 음주운전 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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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종속변수 급가속과 독립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
급가속

독립변수
급가속

Corr. P-value Corr. P-value

주행거리 .377** .000 거리지각 -.049 .536

주행시간 .265** .001 인지능력 -.178* .025

근로초과일 .340** .000 현장의존성 -.209** .008

운전시간초과 .278** .000 인성긍정 -.439** .000

노선 주행횟수 .178* .024 현실판단 -.542** .000

과속 .818** .000 분노공격 -.462** .000

급감속 .730** .000 우울불안 -.264** .001

급차로변경 .891** .000 사고건수 .587** .000

속도예측 .050 .533 중상자수 .647** .000

정지거리예측 -.261** .001 경상자수 .308** .000

주의전환 -.255** .001 벌점 .564** .000

주의폭 -.227** .004 법규위반 .584** .000

변화탐지 -.349** .000 음주위반 -.120 .130

다. 급감속과 타 변수와의 상관분석

위험운전행동 중 급감속이 타 변수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2>와 같이 분석되었다. 급감속은 다른 위험운

전행동 유형인 과속이 0.860, 급차로변경 0.802, 급가속 0.730으로 가장

큰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운전심리 요인인 현실판단이

–0.596, 분노공격 –0.573,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인 중상자수 0.467, 벌점

0.442, 법규위반 횟수 0.408, 사고건수 0.3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운전능력 요인과는 주의폭 -0.337, 정지거리예측 -0.312, 주의전환

-0.222 등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운전능력요인의 속도예측, 변

화탐지, 거리지각과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의 음주운전 등과는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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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종속변수 급감속과 독립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
급가속

독립변수
급가속

Corr. P-value Corr. P-value

주행거리 .345** .000 거리지각 -.077 .336

주행시간 .163* .039 인지능력 -.196* .013

근로초과일 .227** .004 현장의존성 -.203** .010

운전시간초과 .183* .021 인성긍정 -.352** .000

노선 주행횟수 .259** .001 현실판단 -.596** .000

과속 .860** .000 분노공격 -.573** .000

급가속 .730** .000 우울불안 -.289** .000

급차로변경 .802** .000 사고건수 .389** .000

속도예측 .102 .199 중상자수 .467** .000

정지거리예측 -.312** .000 경상자수 .318** .000

주의전환 -.222** .005 벌점 .442** .000

주의폭 -.337** .000 법규위반 .408** .000

변화탐지 -.132 .096 음주위반 -.101 .204

라. 급차로변경과 타 변수와의 상관분석

마지막으로 위험운전행동 중 급차로변경이 타 변수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3>과 같이 분석되었다. 급차

로변경은 다른 위험운전행동 유형인 과속이 0.955, 급가속 0.891, 급감속

0.802로 가장 큰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요인인

중상자수 0.615, 법규위반 횟수 0.559, 사고건수 0.553, 벌점이 0.518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급차로변경이 위험운전행동에 가장 밀

접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조준희·이운성, 2007; 홍승준,

2011). 또한, 운전심리 요인과는 현실판단 –0.630, 분노공격 -0.539, 인성

긍정 -0.468 등의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전능력 요인인 주

의폭 –0.373, 정지거리예측 –0.358, 주의전환 -0.281 등으로 상관이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유무 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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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종속변수급차로변경과독립변수의상관분석결과

독립변수
급가속

독립변수
급가속

Corr. P-value Corr. P-value

주행거리 .384** .000 거리지각 -.198* .012

주행시간 .213** .007 인지능력 -.285** .000

근로초과일 .354** .000 현장의존성 -.193** .015

운전시간초과 .276* .000 인성긍정 -.468** .000

노선 주행횟수 .278** .000 현실판단 -.630** .000

과속 .955** .000 분노공격 -.539** .000

급가속 .891** .000 우울불안 -.294** .000

급감속 .802** .000 사고건수 .553** .000

속도예측 .044* .584 중상자수 .615** .000

정지거리예측 -.358** .000 경상자수 .283** .000

주의전환 -.281** .000 벌점 .518** .000

주의폭 -.373** .000 법규위반 .559** .000

변화탐지 -.068 .390 음주위반 -.117 .142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행동 유형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다른 위험운전행동 유형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위험운전행동은 운전심리 요인과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근로강도 및 운전능력 요인과는 다소 상관관계

가 낮게 나타났다.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 요인과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양호한 운수종사자 일수록 위험운전행동

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험운전행동 요인은 운전능

력 요인 중 속도예측, 변화탐지 및 거리지각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 중 음주운전은 모든 위험운전행동 요인

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업종의 특성상 운수회사

에서 운수종사자 승무 전 음주운전 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음주운전이 적

게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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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치 제거

가. 결측치 확인

본연구에서는 운행기록자료 분석을 위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전적

성정밀검사 결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의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항목별 결측치가 발생되지 않아 별도의 결측치 처리는 하지 않았다.

다. 이상치 제거

이상치(outlier)는 일변량 이상치(univariate outlier)와 다변량 이상치

(multivariate outlier)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일변량 이상치는 관측변수를 Z-score(평균 0, 표준편차 1) 변환하

였고, Z-score의 절대값이 3이상인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하였다. 그 결

과 3개의 표본에서 극단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극단치를 제거시에는 표본 크기를 적게 만드는 문제점

이 있어 평균으로부터 3배 떨어진 표준편차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다변량 이상치는 IBM SPSS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할라노비

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s) 산정을 통해 이상치를 점검하였다. p1은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각 표본의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그 값보다 큰 값

이 나올 확률이며, p2는 사례들 가운데 마할라노비스 거리 최대값이 이

값보다 클 확률을 말하며, 유의확률 p1이 0.001보다 적게 나오면 이상치

로 해석하였다(이희연·노승철, 2013; 송태민·김계수, 2012; 배병렬, 2007).

다변량 이상치 분석 결과, 유의확률 p1이 0.001이하인 5개 표본을 제거

하여 표본 크기가 172개에서 167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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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표본 크기

Anderson and Gerbing(1988) 150개 이상

Ding et al.(1995) 100∼150개

Loehlin(2004) 적어도 100개 이상, 200 이상 선호

송태민·김계수(2012) 140∼150개

Bentler and Chou(1987) 추정되는 모수 수의 5배 이상

Tabahnick and Fidell(2001) 추정되는 모수 수의 10배 이상

4. 표본 크기의 적정성 판단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적정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나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크다. Anderson and Gerbing(1988)은 모수추정

(parameter estimates)시 편견(bias)이 50개 이하와 같은 표본 크기에서

실용적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ce)이 없을지라도 각각의 모집단 값들

로부터 모수추정의 편차(deviation)는 커질 수 있다. 반면에 충분한 작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가진 모수추정을 얻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

가 150개 이상이 필요하며, 이 경우 통계적 추론(inference)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Ding et al.(1995)은 작은 표본 크기

에서 적합 지수(fit indices)의 편견이 있으므로, 구조방정식을 수행할 경

우 최소 표본 크기는 100∼150개를 추천하였다. Loehlin(2004)은 표본 크

기는 적어도 100개 이상이어야 하고, 200개 이상이면 더 좋다고 제시하

였다. 송태민·김계수(2012)는 구조방정식 모형 표본 크기가 140∼150개

정도이면 적당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모형이 복잡하게 되고, 모

형이 복잡해지면 추정되는 모수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Bentler and

Chou(1987)는 추정되는 모수의 수 보다 5배 이상을 제시하였고, Tabahnick

and Fidell(2001)은 추정되는 모수의 수 보다 10배 이상을 제시하였다. 구조

방정식모형에서의 적정한 표본 크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24>와 같다.

<표 4-24> 표본 크기 선행연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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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왜도 첨도 구분 왜도 첨도

주행거리 -.073 .726 거리지각 -.392 .184

주행시간 .420 1.975 인지능력 -.503 -.357

근로초과일 1.549 2.225 현장의존성 -.157 .182

본 논문의 목적은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

고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별 운행기록 분

석을 위해 운행정보, 운전자정보, 차량정보가 모두 등록된 운수회사 선정

이 필요하고, 운전자 개인적 특성요인 이외의 도로 및 교통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선정하여 표본 크기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논문에 적용된 표본 크기는 167개로 표본 크기의

최소값과 모형 변수를 고려한 값 이상으로 선정하여 표본 크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정규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추정법은 전형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어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가. 일변량 정규성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은 개별 관측변수의 정규성을 검정

하는 것으로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지표를 활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정규성 기준값을 적용하기 위하여 왜도의 절대

값은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10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표 4-25>의 정규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왜도의 절대값 지수는 0.014

∼2.592, 첨도의 절대값 지수는 0.006∼6.756 사이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관측변수는 정규성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일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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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왜도 첨도 구분 왜도 첨도

운전시간초과 1.404 1.637 인성긍정 -.820 -.380

노선 주행횟수 2.350 4.765 현실판단 -.763 -.222

과속 2.165 3.511 분노공격 -1.048 -.016

급가속 2.592 5.622 우울불안 -.767 -.232

급감속 2.481 4.923 사고건수 2.265 5.348

급차로변경 2.295 4.299 중상자수 2.556 5.918

속도예측 -.254 -.189 경상자수 1.911 2.965

정지거리예측 -.175 -.458 벌점 2.161 4.442

주의전환 .014 .006 법규위반 2.569 6.756

주의폭 -.376 -.859 음주위반 2.266 3.417

변화탐지 -.907 -.250

나. 다변량 정규성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은 IBM SPSS AMOS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Mardia의 다변량 첨도계수(Mardia's coefficient of

multivariate kurtosis)를 분석하였다. 검정기준은 왜도와 첨도를 표준편

차로 나눈 값인 c.r(critical ratio)이 1.96이상이면 95% 유의수준에서 유

의하다고 판단하였다(이희연·노승철, 2013). 그 결과 c.r값은 45.688으로

높아 다변량 정규성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관측변수와 잠재변수를 연결되고, 그 결과가 선

행연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

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

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방식에 의한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채택기준은 고유값(eigenvalue) 1이상, 누적기여율이



- 97 -

70% 이상을 적용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 총 7개 요인이 추출되었

다. 또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을 0.5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는 <표 4-26>과 같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요인 1은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으로

구성된 위험운전행동 요인과 현실판단, 분노공격으로 구성된 운전심리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2는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벌점, 법

규위반 횟수로 구성된 교통사고 경향성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요인 3은

주행거리, 주행시간, 근로초과일수, 운전시간초과회수 등 근로강도 요인

으로 분류되었고, 요인 4는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주의폭으로 운전능

력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인지능력, 요인 6은 거리지각, 요인 7

은 음주위반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잠재변수로는 제외하였다.

단, 요인분석 결과를 바로 잠재변수로 설정하기 보다는 선행연구와 이

론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적용하였다.

요인 1의 노선 주행횟수 요인부하량 값은 0.49로 채택기준(0.5)의 경계

선에 놓여있었다. 노선 주행횟수는 해당 노선을 여러 번 주행한 횟수로

잘 아는 노선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

였다. Tseng(2011)은 투어버스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사고위험도를 분석

한 결과 U자 모양의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노선 주행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novice driver)는 운전적응이 되지 않아 위험운전행동을 빈번하게

할 수 있고 노선 주행경험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신감으로 인하여

위험운전행동을 더 자주할 수도 있어 노선 주행횟수가 많다고 위험운전

행동이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잠재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우울불안의 요인부하량 값은 –0.448로 채택기준값인 0.5에는 다

소 미치지 못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높은 우울과 불안 성향의 운

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잠재변수의 관측

변수로 포함하였다(Shahar, 2008; Alavi et al., 2016; Oltedal and

Rundmo, 2005; 권민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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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요인부하량 값)

구분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주행거리 .245 -.006 .704 -.105 -.304 .033 .110

주행시간 .065 -.058 .820 -.109 -.237 .034 .123

근로초과일 .181 .236 .697 -.052 .142 -.051 -.135

운전시간초과 .104 .194 .788 -.054 .084 -.118 -.083

노선 주행횟수 .490 -.378 .023 -.045 -.001 .170 -.041

과속 .855 .309 .246 -.144 -.023 .007 .046

급가속 .712 .419 .294 -.173 .060 .022 -.029

급감속 .879 .211 .154 -.126 -.067 .055 -.004

급차로변경 .811 .378 .288 -.182 -.005 .028 .005

속도예측 .133 -.224 .481 .470 .007 -.108 .079

정지거리예측 -.201 -.048 .001 .528 .395 -.125 .237

주의전환 -.111 -.036 -.182 .793 .299 .163 -.030

주의폭 -.174 .007 -.093 .855 .081 .105 .002

변화탐지 -.090 -.107 .016 -.059 .374 -.408 -.003

거리지각 -.064 -.089 -.172 .144 -.106 .732 -.097

인지능력 -.038 -.117 -.115 .156 .710 .001 -.120

현장의존성 -.109 .008 -.045 .255 .428 .281 .297

인성긍정 -.268 -.301 -.395 .055 -.221 -.274 -.246

현실판단 -.615 -.125 -.293 .117 .335 .272 .042

분노공격 -.705 -.070 .083 -.095 .182 .308 .084

우울불안 -.448 .103 .297 -.003 .223 .499 -.010

사고건수 .163 .869 .049 -.104 -.135 .008 -.173

중상자수 .276 .737 .263 -.106 .051 -.021 -.192

경상자수 .021 .634 -.004 -.077 -.352 -.071 -.071

벌점 .206 .765 .076 .049 .076 .073 .437

법규위반 .290 .813 .038 .069 -.012 .019 .268

음주위반 -.085 .009 .020 .055 .010 -.093 .873

고유치 7.403 2.460 2.033 1.426 1.280 1.177 1.002

% 분산 27.418 10.264 9.111 7.529 6.758 4.768 4.414

% 누적 27.418 37.681 46.792 54.321 61.079 65.847 7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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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3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은 요인부하량이 0.704, 0.820으로 채택

이 가능하지만 변수들의 성격이 동일하여 중복되는 변수로 하나의 변수

만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이 고속도로이며, 정해진 노선

을 주행하는 운수종사자임을 고려하여 주행거리 변수를 제외하고 주행시

간의 관측변수만을 고려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잠재변수 및 관측변수와 선행연

구에 대한 기존이론을 토대로 재분류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는 아래의

<표 4-27>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재분류한 잠재변수 및 관측변수를

적용하였다.

<표 4-27>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설정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 적용(재구성)

근로강도
·주행거리, 주행시간,
근로초과일, 운전시간 초과

·주행시간, 근로초과일,
운전시간 초과

운전능력 ·정지거리 예측, 주의전환, 주의폭 ·정지거리 예측, 주의전환, 주의폭

운전심리 ·현실판단, 분노공격 ·현실판단, 분노공격, 우울불안

위험운전
행동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교통사고
경향성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벌점, 법규위반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벌점,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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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중공선성 검정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수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차와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검정하였

다. 검정기준은 공차가 0.1미만,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이상일 때 심

한 다중공선성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박일수 등, 2012).

그 결과 <표 4-28>과 같이 공차는 0.470∼0.984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지수는 1.032∼2.12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4-28> 관측변수의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변수 공차 VIF

근로강도

주행시간 .777 1.287

운전시간초과 .540 1.853

근로초과일 .470 2.126

운전능력

정지거리예측 .972 1.029

주의전환 .969 1.032

주의폭 .951 1.052

운전심리

현실판단 .885 1.130

분노공격 .964 1.037

우울불안 .984 1.017

* 종속변수 : 위험운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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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측변수 Cronbach's a

근로강도 4 0.774

운전능력 3 0.746

운전심리 2 0.696

위험운전행동 4 0.956

교통사고 경향성 5 0.888

제5장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및 평가

제1절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수집된 자료는 간혹 측정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

고 있다. 측정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연구

자가 측정하기를 원한 속성이 아니라 다른 속성을 측정한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응답자의 고유한 성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는 응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측정오

류는 크게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송태민·김계

수, 2012).

1. 신뢰성 검정

신뢰성(reliability)은 비체계적인 오류와 관련된 개념으로 동일한 관측

대상(변수)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매번 반복 측정

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

구에서는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hronbach's alpha 지수를 사용하였고, 지수가 0.6 이상인 경우는 신뢰

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요인은 0.696∼0.956으로 신뢰성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1> 신뢰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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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검정

타당성(validity)은 체계적인 오류와 관련된 개념으로 측정 도구를 통

하여 측정한 것이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즉, 타당성은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므

로 결국, 측정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도를 의미

한다.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이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 부하량을 측정할 수 있

고,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성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을 적용하였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 등으로 구분

된다. 집중타당성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요인부하량(표준적재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로 검정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상관

관계가 높은 잠재변수 간의 차별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잠재변수를 측정

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 법칙타당성은 이론적 배경

을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송태민·김계수, 2012).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재치가 0.5 이상(통계적인 유의성 C.R>1.96,

p<0.05), 평균분산추출(AVE)가 0.5 이상, 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집

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료의 타

당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은 표준적재치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적재치의 제곱

과 오차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개념신뢰도는 표준적재치 합의 제곱을

표준적재치 합의 제곱과 오차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집중타당성 검정결과는 <표

5-2>와 같다. 타당성 분석에서의 표준화 계수는 모두 0.5 이상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인 C.R값과 p값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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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관측
변수

표준
적재치

C.R p S.E
개념
신뢰도1)

평균
분산추출2)

근로강도

주행시간 .55 - - -

.92 .79근로초과일 .78 6.929 *** .204

운전시간초과 .91 6.745 *** .245

운전능력

정지거리예측 .54 - - -

.91 .77주의전환 .76 6.274 *** .223

주의폭 .83 6.217 *** .247

운전심리

현실판단 .80 - - -

.95 .87분노공격 .72 8.587 *** .106

우울불안 .52 5.103 *** .102

위험운전

행동

과속 .97 - - -

.99 .97
급가속 .89 22.408 *** .038

급감속 .84 18.451 *** .044

급차로변경 .99 40.342 *** .024

교통사고

경향성

사고건수 .91 - - -

.98 .92

중상자수 .87 16.264 *** .061

경상자수 .58 8.346 *** .084

벌점 .79 13.366 *** .068

법규위반 .80 13.891 *** .064

개념신뢰도 결과 0.7이상, AVE값 역시 0.5 이상을 나타내었다.

<표 5-2> 집중타당성 검정 결과

1) (∑표준적재치)2 / ((∑표준적재치)2 + 오차의 합)

2) ∑(표준적재치)2 / (∑(표준적재치)2 + 오차의 합)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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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된 상관계수

근로강도 ↔ 운전능력 -.137

운전능력 ↔ 운전심리 .371

근로강도 ↔ 운전심리 -.337

* P<.05, ** P<.01, ***P<.001

<그림 5-1> 확인적요인 분석 모형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잠재요인간에 추정된 상관계수는 <표 5-3>과

같았으며, 이는 Rea and Parker(2005)가 제시한 강한 상관관계(0.6∼0.8)

에 포함되지 않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5-3> 판별타당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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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분석

1. 모형별 구조모형 분석

앞 장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1∼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모형 1

연구모형 1은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위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그림 5-2>와 같다.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P<.001

<그림 5-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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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모형 1의 경로분석 결과,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

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높은 것(근로강도 → 교통사고 경향성 = .046)으

로 나타난 반면에,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

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운전능력 → 교통사고 경향성 = 0.062, 운전심

리 → 교통사고 경향성 = 0.176)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선행연

구와 직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경로 4개 중 ‘근

로강도 → 교통사고 경향성’, ‘운전능력 → 교통사고 경향성’과 ‘운전심리

→ 교통사고 경향성’ 등 3개의 경로의 기각비(C.R)가 1.96 보다 적어 유

의하지 않아 연구모형 1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모형 1의 가설검정 및 경로계수 결과

경로 B β S.E. C.R. P

가
설
1

근로강도 → 사고경향성 .068 .046 .109 .621 .535

근로강도 → 주행시간 1.000 .551 - - -

근로강도 → 근로초과일 1.411 .777 .204 6.929 ***

근로강도 → 운전시간초과 1.652 .905 .245 6.745 ***

가
설
2

운전능력 → 사고경향성 .087 .062 .113 .770 .441

운전능력 → 정지거리예측 1.000 .539 - - -

운전능력 → 주의전환 1.397 .763 .223 6.274 ***

운전능력 → 주의폭 1.536 .833 .247 6.217 ***

가
설
3

운전심리 → 사고경향성 .172 .176 .139 1.234 .217

운전심리 → 현실판단 1.000 .800 - - -

운전심리 → 분노공격 .912 .717 .106 8.587 ***

운전심리 → 우울불안 .522 .425 .102 5.103 ***

가
설
4

위험행동 → 사고경향성 .642 .800 .110 5.834 ***

위험행동 → 과속 1.000 .969 - - -

위험행동 → 급가속 .858 .888 .038 22.408 ***

위험행동 → 급감속 .804 .837 .044 18.451 ***

위험행동 → 급차로변경 .980 .986 .024 40.342 ***

사고경향성 → 사고건수 1.000 .905 - - -

사고경향성 → 중상자수 .988 .872 .061 16.264 ***

사고경향성 → 경상자수 .701 .577 .084 8.346 ***

사고경향성 → 벌점 .915 .787 .068 13.366 ***

사고경향성 → 법규위반 .888 .804 .064 13.891 ***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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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모형 2

연구모형 2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강도,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 등 개인

적 특성이 위험운전행동을 매개로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그림 5-3>과 같다.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P<.001

<그림 5-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모형 2)

또한, 연구모형 2의 경로분석 결과,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

의 위험운전행동 횟수는 많은 것(근로강도 → 위험운전행동 = .14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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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

전행동 횟수는 적은 것(운전능력 → 위험운전행동 = -.163, 운전심리 →

위험운전행동 = -.678)으로 나타났고,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위험운전행동 → 교통사고 경향성 = .650)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직관에 맞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또한 전체 경로 4개 경로의 기각비(C.R)가 2.097∼9.700

로 1.96 보다 높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 2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모형 2의 가설검정 및 경로계수 결과

경로 B β S.E. C.R. P

가
설
1

근로강도 → 위험행동 .258 .142 .123 2.097 .036

근로강도 → 주행시간 1.000 .551 - - -

근로강도 → 근로초과일 1.410 .777 .203 6.931 ***

근로강도 → 운전시간초과 1.650 .904 .245 6.746 ***

가
설
2

운전능력 → 위험행동 -.284 -.163 .127 -2.239 .025

운전능력 → 정지거리예측 1.000 .541 - - -

운전능력 → 주의전환 1.395 .764 .222 6.285 ***

운전능력 → 주의폭 1.527 .831 .245 6.229 ***

가
설
3

운전심리 → 위험행동 -.823 -.678 .114 -7.218 ***

운전심리 → 현실판단 1.000 .801 - - -

운전심리 → 분노공격 .909 .716 .106 8.546 ***

운전심리 → 우울불안 .519 .423 .102 5.074 ***

가
설
4

위험행동 → 사고경향성 .524 .650 .054 9.700 ***

위험행동 → 과속 1.000 .969 - - -

위험행동 → 급가속 .858 .888 .038 22.414 ***

위험행동 → 급감속 .804 .836 .044 18.390 ***

위험행동 → 급차로변경 .980 .986 .024 40.373 ***

사고경향성 → 사고건수 1.000 .908 - - -

사고경향성 → 중상자수 .984 .872 .060 16.353 ***

사고경향성 → 경상자수 .704 .581 .083 8.441 ***

사고경향성 → 벌점 .908 .784 .068 13.327 ***

사고경향성 → 법규위반 .882 .801 .064 13.862 ***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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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모형 3

연구모형 3은 운수종사자의 근로강도,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 등 개인적

특성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위험운전행

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그림 5-4>와 같다.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 P<.05, ** P<.01, ***P<.001

<그림 5-4>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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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P

가
설
1

근로강도 → 위험행동 .257 .141 .123 2.087 .037

근로강도 → 사고경향성 .068 .046 .109 .621 .535

근로강도 → 주행시간 1.000 .551 - - -

근로강도 → 근로초과일 1.411 .777 .204 6.929 ***

근로강도 → 운전시간초과 1.652 .905 .245 6.745 ***

가
설
2

운전능력 → 위험행동 -.287 -.164 .127 -2.260 .024

운전능력 → 사고경향성 .087 .062 .113 .770 .441

운전능력 → 정지거리예측 1.000 .539 - - -

운전능력 → 주의전환 1.397 .763 .223 6.274 ***

운전능력 → 주의폭 1.536 .833 .247 6.217 ***

또한, 연구모형 3의 경로분석 결과,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

의 위험운전행동 횟수는 많은 것(근로강도 → 위험운전행동 = .141)으

로 나타났으며,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

전행동 횟수는 적은 것(운전능력 → 위험운전행동 = -.164, 운전심리 →

위험운전행동 = -.680)으로 나타났고,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위험운전행동 → 교통사고 경향성 = .800)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직관에 맞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낮은 것(근로강도 → 교통사고 경향성 = .046)으로 나타났으

며,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운전능력 → 교통사고 경향성 = .062, 운전심리 → 교통사고 경

향성 = .176)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직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경로 7개 중 ‘근로강도 → 교통사고 경향성’, ‘운전능력 →

교통사고 경향성’과 ‘운전심리 → 교통사고 경향성’ 등 3개의 경로의 기

각비(C.R)가 1.96 보다 적어 유의하지 않아 연구모형 3은 모형의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6> 모형 3의 가설검정 및 경로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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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P

가
설
3

운전심리 → 위험행동 -.828 -.680 .114 -7.257 ***

운전심리 → 사고경향성 .172 .176 .139 1.234 .217

운전심리 → 현실판단 1.000 .800 - - -

운전심리 → 분노공격 .912 .717 .106 8.587 ***

운전심리 → 우울불안 .522 .425 .102 5.103 ***

가
설
4

위험행동 → 사고경향성 .642 .800 .110 5.834 ***

위험행동 → 과속 1.000 .969 - - -

위험행동 → 급가속 .858 .888 .038 22.408 ***

위험행동 → 급감속 .804 .837 .044 18.451 ***

위험행동 → 급차로변경 .980 .986 .024 40.342 ***

사고경향성 → 사고건수 1.000 .905 - - -

사고경향성 → 중상자수 .988 .872 .061 16.264 ***

사고경향성 → 경상자수 .701 .577 .084 8.346 ***

사고경향성 → 벌점 .915 .787 .068 13.366 ***

사고경향성 → 법규위반 .888 .804 .064 13.891 ***

2. 구조모형 적합도 검정

앞 장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1∼3에 대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고, 연구

모형이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얼마나 표본 데이터에 의해 잘 부합

되면서 모형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적합도를 평가

하는 지수 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적합도 지수들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지수가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기 지표를 사

용하는 용도가 다소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 등에 민감한 지수인 χ2, GFI 및 AGFI 지수

는 제외하고,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지수인 Q(χ2/df), RMSR, RMSEA,

CFI, TLI(NNFI) 등 5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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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정기준 측정값 검정결과

p>.05
430.9

(df=125, p=.00)
미해석

Q( /df) ≤2(양호), ≤3 or 5(보통) 3.45 보통

SRMR ≤.08 (양호) 0.069 양호

RMSEA
≤.05 (좋음), ≤.08 (양호)

≤.10 (보통)
.10 보통

CFI ≥.90 적합 0.87 부적합

TLI ≥.90 적합 0.84 부적합

가. 연구모형 1

연구모형 1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5-7>과 같다. SRMR 값은 0.069

로 양호한 수준이며, Q값은 3.45, RMSEA는 0.10으로 보통과 부적합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CFI와 TLI 값은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연구모형 1의 적합도 검정 결과

나. 연구모형 2

연구모형 2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5-8>과 같다. SRMR 값은 0.070

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Q값은 3.38, RMSEA는 0.10으로 보통과 부적합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CFI와 TLI 값은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8> 모형 2의 적합도 검정 결과

구분 판정기준 측정값 검정결과

 p>.05
433.5

(df=128, p=.00)
미해석

Q( /df) ≤2(양호), ≤3 or 5(보통) 3.38 보통

SRMR ≤.08 (양호) 0.070 양호

RMSEA
≤.05 (좋음), ≤.08 (양호)

≤.10 (보통)
.10 보통

CFI ≥.90 적합 0.87 미흡

TLI ≥.90 적합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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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모형 3

연구모형 3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5-9>와 같다. SRMR 값은 0.069

로 양호한 수준이며, Q값은 3.45, RMSEA는 0.10으로 보통과 부적합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CFI와 TLI 값은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9> 모형 3의 적합도 검정 결과

구분 판정기준 측정값 검정결과

p>.05
430.9

(df=125, p=.00)
미해석

Q( /df) ≤2(양호), ≤3 or 5(보통) 3.45 보통

SRMR ≤.08 (양호) 0.069 양호

RMSEA
≤.05 (좋음), ≤.08 (양호)

≤.10 (보통)
.10 보통

CFI ≥.90 적합 0.87 미흡

TLI ≥.90 적합 0.84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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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형의 개량

연구모형을 더 적절한 모형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1변량 Wald 검정과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Wald 검정은 모형

으로부터 불필요한 상관이나 경로를 삭제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수정지표는

모형에 추가할 것을 고려할 만한 상관이나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시사한다

(노형진, 2016).

1. Wald 검정

같은 가설이더라도 더 단순한 모형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경우,

Wald 검정을 이용한다. Wald 검정에서는 모형의 경로나 상관 중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AMOS에서는 출력결과의

C.R값에 Wald 검정의 결과가 표시되며, 그 값이 표준정규분포의 양측

5% 이내, 즉 절대치가 1.96 이상이면 검정에 유의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모형 3을 대상으로 C.R값이 1.96 이하인 3개의 경로를 삭제하

는 Wald 검정을 하였다. 다만 3개 경로를 동시에 삭제하지 않고 값이

작은 값부터 하나씩 삭제를 하였다. 그 이유는 첫 번째의 경로를 삭제한

것만으로 나머지의 경로가 유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C.R 값이 가장 작은 ‘근로강도 → 사고위반’ 경로만 삭제한 것을 모형

3-1로 선정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5-10>과 같다

모형 3-1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여전히 (‘운전능력 → 사고경향성’ =

.065) 경로와 (‘운전심리 → 사고경향성’ = 0.171)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능력 → 사고경향성’ 경로와 ‘운전심리 → 사고

경향성’ 경로가 정(+)의 값으로 나타나 직관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C.R값이 낮은 ‘운전심리 → 사고경향성’ 경로를 삭제한 것을 모형 3-2로

선정하였고 재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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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P

근로강도 → 위험행동 .265 .145 .122 2.162 .031

운전능력 → 위험행동 -.288 -.165 .127 -2.273 .023

운전심리 → 위험행동 -.828 -.679 .114 -7.270 ***

운전능력 → 사고경향성 .091 .065 .113 .808 .419

운전심리 → 사고경향성 .167 .171 .139 1.201 .230

위험행동 → 사고경향성 .655 .815 .109 6.032 ***

경로 B β S.E. C.R. P

근로강도 → 위험행동 .259 .142 .123 2.101 .036

운전능력 → 위험행동 -.285 -.163 .127 -2.239 .025

운전심리 → 위험행동 -.822 -.677 .114 -7.206 ***

운전능력 → 사고경향성 .099 .070 .112 .878 .380

위험행동 → 사고경향성 .549 .682 .061 8.977 ***

<표 5-10> 모형 3-1의 가설검정 및 경로계수 결과

모형 3-2 수정모형은 (‘운전능력 →사고경향성’ = -.163) 경로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 3개를 모두 삭

제하여야 하며, 이 모형은 초기 모형 2와 동일한 모형이므로, 본 논문에

서는 모형 2를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5-11> 모형 3-2의 가설검정 및 경로계수 결과

2. 수정지표

수정지표는 모형에 추가할 것을 고려할 만한 상관이나 경로가 존재하

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모형에 상관이나 경로를 더 추가됨으로써 그

모형이 보다 적절한 모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의미가 있는

상관이나 경로를 통계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표

(modification indices, M.I)를 채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5-12>와 같다.

수정지표가 높은 순인 오차항 e10과 e12를 연결(모형 2-1)한 결과,

<표 5-15>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표 5-13>에서

수정지수가 높은 e17과 e18을 연결(모형 2-2)하였고, 다시 <표 5-14>에

서 수정지수가 높은 오차항 e13과 e15를 연결(모형 2-3)한 후 다시 적합

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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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M.I.
Par
Change 경로 M.I.

Par
Change

e9 ↔ 근로강도 12.607 .127 e12 ↔ 근로강도 4.737 -.045

e1 ↔ 운전능력 6.462 -.090 e12 ↔ 운전심리 5.292 -.071

e2 ↔ e9 6.148 .109 e12 ↔ e8 6.654 -.076

e5 ↔ d1 4.226 .075 e12 ↔ e16 9.095 .089

e18 ↔ 운전능력 12.180 .082 e12 ↔ e13 31.394 -.051

e18 ↔ e5 6.529 .078 e11 ↔ d2 13.550 .075

e17 ↔ e18 38.207 .146 e11 ↔ e13 19.931 .034

e8 ↔ 운전능력 9.306 -.101 e10 ↔ d2 6.685 -.034

e8 ↔ e9 11.564 .172 e10 ↔ e15 6.667 -.026

e16 ↔ e2 4.382 -.080 e10 ↔ e12 43.031 .070

e16 ↔ e5 6.393 -.109 e10 ↔ e11 29.569 -.049

e16 ↔ e18 6.026 -.077 e7 ↔ 근로강도 6.570 -.073

e15 ↔ 근로강도 12.963 .070 e7 ↔ 운전능력 5.736 .073

e15 ↔ e16 11.511 -.094 e7 ↔ e5 8.069 .112

e14 ↔ e17 10.662 -.061 e7 ↔ e18 5.239 .066

e14 ↔ e16 25.878 .127 e4 ↔ e17 4.640 .083

e14 ↔ e15 6.328 .037 e4 ↔ e14 10.020 -.091

e13 ↔ e16 6.686 -.037 e4 ↔ e11 4.858 .063

경로 M.I.
Par
Change 경로 M.I.

Par
Change

e9 ↔ 근로강도 12.735 .127 e15 ↔ e18 4.191 -.039

e1 ↔ 운전능력 6.443 -.089 e15 ↔ e16 11.489 -.094

e2 ↔ d1 4.102 .066 e14 ↔ e17 9.809 -.058

e2 ↔ e9 6.141 .110 e14 ↔ e16 26.781 .129

e5 ↔ d1 4.510 .077 e14 ↔ e15 5.514 .034

e18 ↔ 운전능력 11.962 .081 e13 ↔ e15 5.584 .018

e18 ↔ e5 6.342 .076 e12 ↔ e16 6.260 .064

e17 ↔ e18 38.806 .148 e11 ↔ d2 13.332 .069

e8 ↔ 운전능력 9.197 -.102 e11 ↔ e12 8.756 .040

e8 ↔ e9 12.237 .180 e10 ↔ e15 5.672 -.019

e16 ↔ d1 4.565 -.080 e10 ↔ e11 9.134 -.021

e16 ↔ e2 4.316 -.080 e7 ↔ 근로강도 6.348 -.072

e16 ↔ e5 6.566 -.111 e7 ↔ 운전능력 5.373 .071

e16 ↔ e18 5.685 -.074 e7 ↔ e5 7.970 .112

e15 ↔ 근로강도 12.909 .070 e7 ↔ e18 4.774 .063

e15 ↔ d2 4.202 -.045 e4 ↔ e17 4.412 .082

<표 5-12> 모형 2의 수정지표(공분산) 출력 결과

<표 5-13> 모형 2-1의 수정지표(공분산) 출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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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검정

χ2/df SRMR RMSEA CFI TLI
χ2 df p

2 433.5 128 .000 3.38 .06 .101 .867 .837

2-1 366.4 127 .000 2.89 .06 .095 .896 .875

2-2 321.6 126 .000 2.55 .06 .090 .915 .897

2-3 289.4 125 .000 2.32 .59 .088 .93 .91

경로 M.I.
Par
Change 경로 M.I.

Par
Change

e9 ↔ 근로강도 12.736 .127 e15 ↔ d2 5.295 -.052

e1 ↔ 운전능력 6.443 -.089 e15 ↔ e16 18.192 -.114

e2 ↔ d1 4.112 .066 e14 ↔ 근로강도 4.627 -.036

e2 ↔ e9 6.140 .110 e14 ↔ d2 4.069 .039

e5 ↔ d1 4.525 .077 e14 ↔ e16 23.055 .111

e18 ↔ 운전능력 8.193 .060 e13 ↔ e15 5.602 .017

e18 ↔ e9 4.668 -.069 e12 ↔ e16 6.432 .063

e18 ↔ e5 6.913 .071 e11 ↔ d2 12.488 .070

e17 ↔ e9 4.075 .071 e11 ↔ e12 8.698 .039

e8 ↔ 운전능력 9.197 -.102 e10 ↔ e15 4.769 -.018

e8 ↔ e9 12.249 .180 e10 ↔ e11 8.832 -.020

e16 ↔ d1 4.583 -.079 e7 ↔ 근로강도 6.344 -.072

e16 ↔ e2 4.351 -.079 e7 ↔ 운전능력 5.369 .071

e16 ↔ e5 6.189 -.106 e7 ↔ e5 7.972 .112

e16 ↔ e18 7.345 -.074 e7 ↔ e18 5.673 .061

e16 ↔ e17 5.190 .068 e4 ↔ e14 9.223 -.084

e15 ↔ 근로강도 14.405 .072

<표 5-14> 모형 2-2의 수정지표(공분산) 출력 결과

<표 5-15>와 같이 모형 수정 후의 χ2/df 값이 2.32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SRMR=0.59(≤0.8일 때 양호), RMSEA=.088(≤0.05일

때 우수, ≤0.08일 때 양호, ≤0.10일 때 보통), CFI=0.93(≥0.90일 때 적

합), TLI=0.91(≥0.90일 때 적합)으로 초기 모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형

의 적합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합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5-15>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 118 -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그림 5-5> 최종모형(모형 2-3)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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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종모형 평가

최종모형의 경로 및 유의확률 결과는 <그림 5-5> 및 <표 5-16>과 같

으며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정하는 것은 비표준화 계

수(B)와 기각률(C.R)을 살펴보았고, 모형의 효과성 분석은 표준화 계수

(β)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최종 모형은 C.R값 ±1.96(유의수준 .05)을 기

준으로 연구가설의 기각여부를 판단하였다.

잠재변수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근로강도가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0.15, 운전능력이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0.17, 운전심리가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0.63으로 운전심리가

위험운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위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경향

성에 미치는 경로는 0.66으로 4개 경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연구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수회사의 근로강도와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의 경로계수는

0.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근로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주행시간 0.55, 근로초과일 0.78, 1회 운전시간 초과

횟수가 0.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평균 주행시간이 많은 운전자 보

다 1일 또는 1회 집중적으로 장시간 운전시 피로운전이나 졸음운전에 의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in et

al., 1994; Häkkänen and Summala, 2000; Chen and Xie, 2014).

둘째, 운수종사자 운전능력과 위험운전행동의 경로계수는 -0.17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주의폭검사가 0.83, 주의전환검사 0.76, 정지거리예측검사가 0.54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의폭 및 주의전환, 정지거리예측검사의 등급

이 높아 운전상황에서 다양한 상황변화를 탐지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운전능력이 높은 운전자 일수록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Endsle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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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수종사자 운전심리와 위험운전행동의 경로계수는 -0.63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운전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실판단 0.81, 분노공격 0.89, 우울불안이 0.51로 정신증적 및 공격

적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의 정신증적, 분노 및 불안 등

신경증적 성향이 위험운전행동과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Shahar, 2009; Alavi et al., 2016; Gulliver and Begg, 2007;

Oltedal and Rundmo, 2005)

넷째, 운수종사자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의 경로계수는 0.6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위험운전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급차로변경이 0.9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과속 0.95, 급

가속 0.89, 급감속 0.7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최종 모형(모형 2-3)의 가설검정 및 경로계수 결과

경로 B β S.E. C.R. P 결과

가
설
1

근로강도 → 위험행동 .26 .15 .122 2.151 .032 채택

근로강도 → 주행시간 1.00 .55 - - - 채택

근로강도 → 근로초과일 1.42 .78 .204 6.923 *** 채택

근로강도 → 운전시간초과 1.65 .90 .244 6.746 *** 채택

가
설
2

운전능력 → 위험행동 -.28 -.17 .126 -2.252 *** 채택

운전능력 → 정지거리예측 1.00 .54 - - - 채택

운전능력 → 주의전환 1.40 .76 .223 6.273 *** 채택

운전능력 → 주의폭 1.53 .83 .247 6.214 *** 채택

가
설
3

운전심리 → 위험행동 -.78 -.63 .111 -6.624 *** 채택

운전심리 → 현실판단 1.00 .81 - - - 채택

운전심리 → 분노공격 .89 .71 .108 8.256 - 채택

운전심리 → 우울불안 .51 .42 .102 4.978 *** 채택

가
설
4

위험행동 → 사고경향성 .52 .66 .055 9.682 *** 채택

위험행동 → 과속 1.00 .95 - - - 채택

위험행동 → 급가속 .88 .89 .041 21.323 *** 채택

위험행동 → 급감속 .77 .79 .037 20.895 *** 채택

위험행동 → 급차로변경 .99 .99 .026 39.550 *** 채택

사고경향성 → 사고건수 1.00 .89 - - - 채택

사고경향성 → 중상자수 .96 .92 .063 16.735 *** 채택

사고경향성 → 경상자수 .58 .47 .078 7.463 *** 채택

사고경향성 → 벌점 .84 .71 .076 11.145 *** 채택

사고경향성 → 법규위반 .84 .75 .070 12.104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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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상자수가 0.92, 사고건수

0.89, 법규위반 0.75, 벌점 0.71, 경상자수 0.4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운전행동이 많은 운수종사자는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증가한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조준희·이운성, 2007),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건수 뿐 아니라 중상자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버스업종의 경우 탑승객이 많아 1회 사고시 많은 부상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여건, 운전능력, 운전정서 등의 개인적 특성은 교통사고 경향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위험운전행동이라는 매개변수를 통

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는 하나의 인적요

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보다는 Reason(1990)이 주장한 휴먼에

러의 스위스 치즈 모델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일 경우에 발생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사고는 불안전 행동, 불안

전행동에 대한 전제조건, 불안전한 감독, 조직의 영향 등 다수의 기여요인을

가진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한 조각에서의 치즈구멍의 출현은 나쁜 결과를

유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 층의 치즈구멍이 잠

시 일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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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수회사 버스업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위험

운전행동 및 교통사고 경향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디지털운

행기록계, 운전정밀적성검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빅데이터 자료

를 구축하였으며, 구축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자료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운수종사자의 디지털운행기록은 운전시작 및 종료시간, GPS 등의 자

료를 활용하여 월평균 주행거리, 주행시간, 1일 근로초과일, 1회 운전시

간 초과횟수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근로강도 요인을 도출하였다. 1

일 근로초과일과 1회 운전시간 초과횟수는 운수종사자별 운행기록을 가

공하여 개발한 변수로서 선행연구 등에 적용이 되지 않는 변수였다. 또

한,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의 위험운전습관 자료를 수집하

여 위험운전행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자료를 통해 운수종사자자별로 정지거리예측, 주의

전환, 주의폭, 현실판단, 분노공격, 우울불안 등급을 수집하여 운전능력

요인과 운전심리 요인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자료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활용

하여,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벌점, 법규위반 등을 수집하였고, 이

를 통해 교통사고 경향성의 잠재변수를 구축하였다.

수집된 관측변수를 토대로 잠재변수와 측정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들

잠재변수간의 구조모형 구축을 통해 3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1은 기존 선행연구 결과 및 이론에 기반하여 근로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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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나쁠수록,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은 운수종

사자가 교통사고경향성이 높다고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2는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나쁠수록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아지고,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통사고경향성이 높다고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3은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가 나쁠수록 위험

운전행동 횟수가 많아지고,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다고 설정하였다. 또한, 근로강도가 높고, 운전능력 및 운전

심리가 나쁠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다고 설정하였다.

개발된 3개의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1은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전

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은 낮아져야 하나, 반대

로 높게 나타나 직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경

로 4개 중 ‘근로강도 → 교통사고 경향성’, ‘운전능력 → 교통사고 경향

성’과 ‘운전심리 → 교통사고 경향성’ 등 3개의 경로의 기각비(C.R)가

1.96 보다 적어 유의하지 않아 선행연구와 기존의 이론인 연구모형 1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 2는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횟수

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

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경로 4개 경로의 기각비(C.R)가 2.097∼9.700로 1.96 보다 높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 2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위험운전행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위험운전행동이 빈번하게 발생

되면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3은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횟수

는 많고,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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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

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강도가 높을수록 운

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은 낮고, 운전능력과 운전심리가 좋을수록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경향성이 높은 것은 연구모형 1과 동일하게 직

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개의 경로의 기각비(C.R)가

1.96 보다 적어 유의하지 않아 연구모형 3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모형별로 Q(χ2/df), RMSR, RMSEA, CFI, TLI(NNFI) 등 5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SRMS와 RMSEA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CFI와 TLI 등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ald검정을 통해 모형을 개량하여 다시 모형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결과, Q값은 ‘보통’, SRMR과 RMSEA는 ‘양호’, CFI

와 TLI는 ‘적합’하여 종합적으로 적합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은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개인적 특성요인 중에서는 운전심리 요인이 –0.63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운전능력 –0.17, 근로강도 0.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변수와 근로강도와의 경로분석 결과는 1회 운전시간초과가 0.90, 1일

근로초과일 0.78, 주행시간 0.55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주

행시간의 강도 보다는 1일 또는 1회 집중적으로 장시간 운전한 운수종사

자의 근로강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1회 최대운전시간 단속과 1일 근로초과일 등의 새로

운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측변수와 운전능력과의 경로분석 결과는 주의폭이 0.83, 주의전환

0.76, 정지거리예측 0.54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운전 중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변화를 탐지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운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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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변수와 운전심리와의 경로분석 결과는 정신증적 성향인 현실판단이

0.81, 분노공격 0.71, 우울불안이 0.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증적

또는 분노공격 성향의 신경증적인 사람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적심리

가 나쁜 운전자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위험운전행동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영향력은 가장 큰 0.66으로 나타

났다.

관측변수와 위험운전행동과의 경로분석 결과는 급차로변경이 0.99, 과

속 0.95, 급가속 0.89, 급감속 0.79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좌측

또는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가속 또는 감속을 하는 급차로변경의 운

전습관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수종사자 개인적 특성요인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행동을 매개변수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는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이 교통사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유의하지 않아 선행연구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측변수와 교통사고 경향성과의 경로분석 결과는 중상자수가

0.92, 사고건수 0.89, 법규위반 0.75, 벌점 0.71로 높게 나타났고 경상자수

는 0.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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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안전정책 제안 및 기대효과

현재의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정책은 운수회사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높은 운수회사의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운수종

사자의 경우, 8주 이상 중대사고 유발자의 경우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일

정 수준의 인사사고 유발자(여객 3주, 화물 5주)와 연간 벌점 81점 이상

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등 사고다발 회사 및 운전

자를 중점으로 사고발생 후 사후적인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사고발생시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은 매우 중요하

며, 이러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에서도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

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 발생 비율이 1:29:300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상자 1명이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Reason(1990) 역시 휴먼에러의 스위스 치즈 모델을 제시하여 사고는 불안

전한 행동(unsafe acts), 불안전행동에 대한 전제조건(preconditions), 불안전

한 감독(unsafe supervision), 조직의 영향(organizational influences) 등 다

수의 기여요인을 가진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설명하였다. 즉, 여러 층의 조각

중 한 조각에서의 치즈구멍의 발생은 정상적으로 나쁜 결과(사고)를 유발하

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치즈구멍이 잠시

일치할 때에 발생된다는 이론으로, 사고위험(치즈구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전관리 장치(치즈조각)가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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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요인과 위험운전행동, 교통사

고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연구결과를 토대

로 잠재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위스 치즈 모델의 시스템적

접근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제안하였다.

1. 교통안전정책 제안

가. 안전운전지원시스템 개발을 통한 위험운전행동 사전차단

위험운전행동 횟수가 많은 운전자는 위험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

구모형의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운전자별 개인적 특성은 교통사고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

는 위험운전행동 요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관리 강화로 인하여 교통사

고 경향성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운수회사는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

치(DTG)를 장착하고, 운전 종료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활용하여 운

행기록을 다운로드한 후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업

로드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별 운행기록분석 정보를 확인한

다. 최근 통신형 운행기록장치의 경우에도 운행기록자료만 수집이 가능

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 운행기록 수집 및 위험운전행동 분석 뿐 아니라 위험

운전행동시 운전자에게 바로 경고를 주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운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고예방을 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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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제한을 통한 휴먼에러 최소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0)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약 12시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255시간으로 조사되어 제조업

보다 운수업의 근로강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운수회사가 수익에만 치중

한 경영을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버스업종의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 노선을 주행하

는 특성이 있어 피로나 졸음발생시 운전자가 휴식을 결정할 수 없는 등

타업종 보다 구속력이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 12월 법령개정을 통해 1회 운전시 최대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였고, 4시간 운전 후 최소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주행시간이 평균 약 179시간, 최고 주행시간은 267

시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의 일 최대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

과한 날이 월 평균 1.8일, 최대 10.8회로 나타났으며, 1회 운전시간초과

횟수도 월 평균 3.8회, 최대 18.8회 정도 나타났다. 또한, 1회 운전시간이

높을수록, 1일 근로시간이 많고, 주행시간이 늘어날수록 근로강도가 높아

지고 근로강도는 위험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운행기록장치로부터 자동차별 운행기록 분석은 가

능하나 운전자정보 및 배차정보 등을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운수종사자

개인별 운행기록 분석이 어려워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 국외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근로강도를 낮추기 위해

1일 최대 근로시간 및 1주 최대 근로시간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법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운행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운

행기록 정보를 검토하여야 하며, 7일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운

행기록장치 고장시 2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등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 연속 휴식시간 등을 제한하여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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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강도를 낮추도록 운수회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위주의 운행기록 분석이 아닌 운전자 개인별 운행기록 분석이 이루어지

도록 운수종사자 ID 카드 도입 및 운행기록 관리의 의무화를 강화하여

야 한다.

다. 운전습관연계보험(UBI) 등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부여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감소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

의식의 증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험운전행동 교정교육이나 홍

보도 중요하지만 평소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운전습관연계보험(UBI,

usage based insurance)은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분석해서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로서, 운수회사는 회사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운전행동이 적은 운수종사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

고,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는 인센티브를 받는 장치이다.

라.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활용도 강화

현재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와 중

상이상의 사고 또는 벌점이 높은 자로 한정되어 운수회사 입사 후 사고

등이 나지 않으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그러

나, 운수종사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전능력이 떨어지거나 운전

심리상의 문제점으로 운전적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도

위험운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전심리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정간격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등급이 낮은 항목에 한해 반복적으로 시행하

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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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안전 취약 운수종사자 분석모델 개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수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의 운전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운전능력과 운

전심리가 좋지 못한 운수종사자는 위험운전행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운전능력, 운전심리가 좋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위험운전

행동 발생유형 및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으로, 요인별 운수종

사자 분석모델 개발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맞춤형 교통안전관리 방안 수

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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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정

책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의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즉,

위험운전행동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요인과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운전행동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개

인적 특성요인은 주행시간을 고려한 근로강도와 지각능력을 판단하는 운

전능력, 정서안정성을 나타내는 운전심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위험운전행동 횟수 또는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제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피로운전이나 졸음운

전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1일 최대운전시간

또는 주간 최대운전시간 및 충분한 휴식시간을 권고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운전적성정밀 검사항목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운전적성정

밀 검사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각 항목을 1∼5 등급

으로 구분하고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에 따르면 항목별 영향력이 다르며 운수종사자 운전능력 및 운전심리

의 판단 가중치도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중치 산정의 기초자료

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운수종사자의 위험운전행동 특성분석 및 운행기록장치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므로 교통

사고 발생 후 교통안전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대책 보다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운수종사자를 예측하고 이에 맞은 교정교육 등을 시행함으로 교통

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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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연구결과

본 연구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강도, 운전능력, 운전심리 등 개인적 특성

요인이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하여 개발했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화물과 버스, 택시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 확보가 어려워 버스

업종 운수종사자의 운행기록에 국한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화물 및

택시업종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버스 및

화물, 렌터카 등 다양한 디지털운행기록 자료가 확보를 통해 업종별 특

성을 고려한 구조모형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구간 선정시 도로 및 교통조건에 의한 외부

영향을 배제하고자 도심부 지역을 배제하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

스노선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국도 및 지방도 적용시에는 급출

발, 급정지, 급회전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모형을 구축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에 대한 도로운영과 교차로, 신호운영 등 교통조건에 대해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대상구간의 버스노선 운행시간 중 가장 긴

노선이 3시간 40분으로 장거리 노선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다 긴 노선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면 장시간을 운전하는 운수

종사자의 근로강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향

성과의 인과관계도 보완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결

과,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고, 데이

터 가공을 통해 기존에 분석이 어려웠던 새로운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다만, 표본의 크기가 167개로 표본 크기의 적절성은 확보하였으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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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본 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추가적인 디지털운행기록자료 수집을

통해 표본 크기 200개 이상 확보한다면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시 다양

한 지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하는 문

제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자 식별이 가능한 나이, 성별, 운전

경력 등의 자료수집이 어려웠다. 이에 젊은층과 고령자 또는 남성과 여

성 등과 같은 변수를 제외하였다. 운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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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나이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35 2 1.2 1.2 50 13 7.8 60.5

36 1 .6 1.8 51 13 7.8 68.3

38 3 1.8 3.6 52 6 3.6 71.9

39 1 .6 4.2 53 3 1.8 73.7

40 2 1.2 5.4 54 5 3.0 76.6

41 8 4.8 10.2 55 9 5.4 82.0

42 3 1.8 12.0 56 4 2.4 84.4

43 9 5.4 17.4 57 3 1.8 86.2

44 12 7.2 24.6 58 7 4.2 90.4

45 9 5.4 29.9 59 4 2.4 92.8

46 10 6.0 35.9 60 7 4.2 97.0

47 11 6.6 42.5 61 1 .6 97.6

48 6 3.6 46.1 63 4 2.4 100.0

49 11 6.6 52.7

부 록

1. 나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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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경력(월)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24개월 1 .6 .6 204∼240개월 3 1.8 85.0

24∼60개월 32 19.2 19.8 204∼276개월 17 10.2 95.2

60∼96개월 29 17.4 37.1 276∼312개월 2 1.2 96.4

96∼132개월 32 19.2 56.3 312∼348개월 2 1.2 98.8

132∼168개월 26 15.6 71.9 348∼384개월 1 .6 100.0

168∼204개월 19 11.4 83.2

2. 전체 운전경력(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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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6,000km 이하 2 1.2 1.2

6,000∼7,000km 4 1.4 3.6

7,000∼8,000km 4 1.4 6.0

8,000∼9,000km 9 5.4 11.4

9,000∼10,000km 16 9.6 21.0

10,000∼11,000km 45 26.9 47.9

11,000∼12,000km 38 22.8 70.7

12,000∼13,000km 19 11.4 82.0

13,000∼14,000km 18 10.8 92.8

14,000∼15,000km 7 4.8 97.6

15,000∼16,000km 3 1.8 98.8

16,000km 이상 2 1.2 100.0

3. 월평균 주행거리(km)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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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50시간 이하 6 2.6 4.8

150∼175시간 68 40.7 45.5

175∼200시간 62 38.8 55.0

200∼225시간 70 32.4 87.4

225∼250시간 16 9.6 97.0

250 이상시간 5 3.0 100.0

4. 월평균 주행시간(h)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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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2회 이하 58 34.7 34.7

2∼4회 57 34.1 68.9

4∼6회 20 12.0 80.8

6∼8회 7 4.2 85.0

8∼10회 17 10.2 95.2

10∼12회 2 1.2 96.4

12∼14회 1 .6 97.0

14∼16회 3 1.8 98.8

16∼18회 1 .6 99.4

18회 이상 1 .6 100.0

5. 1회 운전시간초과(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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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5 3.0 3.0

2 19 11.4 14.4

3 62 37.1 51.5

4 56 33.5 85.0

5 25 15.0 100.0

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6 .6

2 14 8.4 9.0

3 57 34.1 43.1

4 67 40.1 83.2

5 28 16.8 100.0

6. 속도예측검사(등급) 빈도

7. 정지거리예측검사(등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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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6 .6

2 10 6.0 6.6

3 77 46.1 52.7

4 67 40.1 92.8

5 12 7.2 100.0

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1 .6 .6

2 9 5.4 6.0

3 51 30.5 36.5

4 45 26.9 63.5

5 61 36.5 100.0

8. 주의전환검사(등급) 빈도

9. 주의폭검사(등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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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 -

2 - - -

3 14 8.4 8.4

4 59 35.3 43.7

5 94 56.3 100.0

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 -

2 19 11.4 11.4

3 20 12.0 23.4

4 59 35.3 58.7

5 69 41.3 100.0

10. 변화탐지검사(등급) 빈도

11. 거리지각검사(등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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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 -

2 1 .6 .6

3 7 4.2 4.8

4 67 40.1 44.9

5 92 55.1 100.0

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 -

2 - - -

3 4 2.4 2.4

4 49 29.3 31.7

5 114 68.3 100.0

12. 현실판단검사(등급) 빈도

13. 분노공격검사(등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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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 - - -

2 2 1.3 1.3

3 2 1.3 2.5

4 64 40.0 42.5

5 92 57.5 100.0

14. 우울불안검사(등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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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raffic crashes based on digital tachograph

and driver’s personal traits

-Focused on expressway bus drivers-

Im, Dongwook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ercial traffic accident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all

traffic accidents and often lead to a large-scale traffic accidents with

high mortality rates.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buses are in use by the people, the anxiety of the people is

increasing as the management of the transportation company such as

excessive driving time and improper transportation worker

employment.

These traffic accidents are classified into human factors, vehicle

factors, and road factors. In order to reduce traffic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human factors of drivers which occupy 93%

of traffic accidents. However, due to the difficulties in collecting data

on driver's personal traits, previous studies is still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road geometry and traffic

conditions.

In this study, three types of research models were developed and

evalu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to analyz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traits, dangerous driving behaviors, and traffic

accident proneness for expressway bus commercial drivers. The first

model assumes that personal traits and dangerous driv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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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raffic accident proneness. The second

model assumes that personal traits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dangerous driving behaviors and dangerous driving behaviors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raffic accident proneness. The third model

assumes that personal traits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dangerous driving behaviors and traffic accident proneness and

dangerous driving behaviors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traffic

accident proneness.

In order to analyze personal traits, dangerous driving behaviors,

traffic accident proneness, empirical data such as digital tachograph

and driving aptitude test results were collected

Based on this, I discussed the necessity of policy measures such as

introduction of driving time restriction, development of safe driving

support system and provision of safe driver incentive to reduce

dangerous driving behavior of bus driver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ersonal trait factors such as work intensity, driving

ability, driving psychology were analyzed as affecting dangerous

driving behaviors and driving psychological factor was the highest

with -0.63, driving ability and work intensity were –0.17, 0.15. Work

intensity was 0.90 for a continuous driving time excess, 0.78

maximum working time excess a day, and 0.55 for average driving

time. Driving ability was 0.83 for attention width, 0.76 for attention

switching, 0.54 for stop distance prediction. Driving psychology was

0.81 for reality judgement, 0.71 for anger/aggression, 0.42 for

depression/anxiety.

Secondly, The dangerous driving behavior was analyzed to aff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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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ccident proneness, and the influence was the highest at 0.66.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the observational variables

and the dangerous driving behaviors were 0.99 for fast lane change,

0.95 for overspeed, 0.89 for acceleration, and 0.79 for deceleration,

respectively.

Thirdly, the personal traits of bus drivers do not directly affect

traffic accident proneness, but indirectly affect it through mediating

variable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s. In addition, the path analysis

results between the observation variables and the traffic accident

proneness were 0.92 for serious injury, 0.89 for the number of

accident, 0.75 for violation of law, 0.71 for penalty, and 0.47 for

non-serious injury.

………………………………………

keywords : Digital tachograph, Driver aptitude inspection,

Working intensity, Driving ability, Driving

psychology, Dangerous driving behaviors,

Traffic accident prone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 2012-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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