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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통한 운전자 행태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Driver Behavior in Traffic Accidents using Driving Video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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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60년 정도 짦지만 자동차와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나 심각도를 고려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VDR) 제보영상을 통해 다양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수집하여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목적이다.

방송된 차량용 영상 전체 1,262건에 대해 운전자 행태 분석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교통사고 분

석 시스템 TAAS 통계를 비교 분석 결과 전체 1,262건 중 노면상태가 건조 할 때가 1,153건, 기상상태가 맑

을 때 1,176건, 주야별 운전시 주간이 1,0,13건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사고유형으로는 차대차 860건이

68.1%로 높게 분석 되었다. 따라서 운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는 경우 운전자 개인이 과속과 전방주시 태

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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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작업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

로 명확히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거 등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량용 영

상기록장치는 다른 교통사고 현장조사보다도 교통사고 전후 상황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정

확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 4개월간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한 차량용 영상기록장

치(DVR, Driving Video Recorder) 제보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운

전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영상 총 1,262건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조사한 항목별 세부내용 중에서 연구가설

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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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고원인(법규위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안전운전불이행을 영상분

석을 통해 운전자 행태를 중심으로 표 13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즉, 안전운전불이행을 급차선변경, 졸음운전,

난폭운전, 운전미숙,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행태를 세분화하여 실제적인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

생을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영상분석이라는 특성을 살려

추가적으로 조사한 항목은 노면상태, 전복여부, 사고형태, 주행방향(가해차량) 등이 있다. 기존 자료에서 기상

상태는 제시하고 있으나, 기상상태와 노면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노면상태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통계치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DB 기준의 자료는 큰 틀에서 승용차의 사고발생이 63.6%로 가장 많음 정도를 알 수 있을 뿐 세부적

으로 어떠한 차종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승용중형 자동차가 가장 많은 사고차종임을 알 수 있었다.

3. 분석 및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총 1,262건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에 대해서 운전자 행태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발생 노면상태, 기상상태, 주야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백서나 통합 DB에서 나타낸

주된 원인들은 비율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교통사고

발생 노면상태에서 전체 1,262건 중 건조할 때 1,153건 91.4%로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설일 때 53건

4.2%, 습기일 때 33건 2.6%, 결빙으로 23건 1.8%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발생 기상상태의 경우는 총 1,262건

중 맑음에서 1,176건 93.2%, 눈이온 경우 53건 4.2%, 비가온 경우 33건 2.6%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발생 주

야별의 경우에는 총 1,262건 중 주간이 1,013건 80.3%, 야간이 249건 19.7%로 분석되었고 사고유형에서는 총

1,262건중 차대차가 860건 68.1%, 차량단독이 328건 26%, 차대사람이 74건으로 5.9%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도로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91.4%로 크게 발생하고, 맑은 날씨에서 93.2%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운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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