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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 운전자는 기능저하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스스로 변화를 점검하는 자가-조절 능력 또한 

발달한다. 이에 실제 노인 운전자가 운전 능력과 위험성 변화에 대응하는 특성에 대한 정보는 노인의 운전 능력 

평가 현장과 연구에 의미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을 운전 중 행동과 운전관련 기능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노인 운전자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평가를 실시하고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징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노인 운전자가 시각 및 청각이 저하되거나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약물 복용이나 간질, 발작, 의식 

손실 등 의학적 건강 상태 변화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의 노인 운전자 안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노인, 안전 운전, 운전 위험성, 자각, 자가 평가

Abstract  Older drivers have an increased risk of accidents due to poor function, but they also 

develop self-regulation ability to check their own changes. Thus, information on whether the actual 

elderly driver responds to changes in driving ability and risk may provide a meaningful basis for 

the clinic and research of the elderly's driving ability assess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valuation of elderly drivers by analyzing the driving risk 

self-perceptio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driving behavior and function with Korean elderly 

drivers. A self-reporting assessment was conducted on 500 elderly drivers living in the commun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driving risk percep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any elderly drivers are aware of the driving risk when their vision and hearing are impaired or 

when they find it difficult to adapt to changes in driv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ensitive reactions to changes in medical health conditions, such as drug use 

or epilepsy, seizures, and loss of consciousness, were identified. The researcher hop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afety management of elderly drivers in Korea, where aging is accel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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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의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는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운전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

다[1].  운전은 노후 활동 참여에 있어 자율성을 증가시

키는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고령자의 독립성 향상에 도

움이 된다[2]. 운전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및 역할이 증

가된 노인 운전자는 삶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3]. 하지만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사고 발생 시 심

각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증가시킨다[1,4]. 이에 

노년층이 안전한 운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

태 변화를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은 개인과 사

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5]. 

노인 운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 변화

를 스스로 자각 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자가-조

절(self-regulation) 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

럽게 강화된다[6]. 이러한 노인 운전자의 특성을 활용하

여 스스로 건강상태 및 운전 능력 변화를 점검하고 사

고 운전 위험성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가-보고

식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보고되어 왔다[7]. 자

가-보고식 평가를 통한 자가-조절 능력 점검과 객관적

인 운전 능력 측정, 운전 위험성 예측 사이의 관계를 밝

히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상호 상관성이 

확인되었다[6,8]. 다만 노인 운전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자가-보고식 평가 방법을 통

해 운전 위험성을 예측하는 전략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자가 운전과 관련된 상

황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보고한 결과를 통해 노인 

운전자가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경향을 분석할 수 있

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9].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가-보고식 평가를 

이용하여 노인 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극 활용되

고 있다[10,11]. 노화의 과정에서 지각, 운동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이는 운전을 지속하는데 방해 요

인이 된다[12,13]. 이러한 기능 변화를 실제 노인 운전자

가 온전히 자각하고 운전 위험성 변화에 대응하는지 여

부에 대한 정보는, 노인의 운전 능력 평가 현장과 노인 

운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 의미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보고식 평가를 통해 노인 운전자가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특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보고된 연구들에서 노인 운전자는 야간 운

전, 장거리 운전, 혼잡한 도로에서의 운전 등 특정 운전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4-16]. 운전

자들의 운전행동 양상은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적 특성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

성 자각 양상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17]. 따라서 국내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위험성 

자각 양상을 확인하여 노인 운전자 면허 갱신과 안전 

운전 교육 등 정책을 위한 한국 문화 특성에 맞는 근거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노인 운전자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개발

된 노인 운전자용 자가-보고식 평가 SAFE-DR (Self-report 

Assessment Forecasting Elderly Driving Risk)는 한국 

문화권에서 노인 운전자의 위험성 자각 양상을 분석하

기 적절하다[18]. 이 평가는 노인 운전자의 운전 중 행

동 그리고 운전과 관련된 인지, 지각, 신체적 기능 등 

기능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운전자가 운

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운전 중 행동뿐만 아니라 기능 

변화에 대한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보고된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는 운전 중 행동만을 분석하여 자각 양상을 분석하였다

[9,14-16].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운전행동

에 추가적으로 운전과 관련된 노인의 기능변화 자각 양

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을 운전 중 행동과 운전관련 기능변화

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노인 운전자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평가 SAFE-DR를 통해 노인 운

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징후를 분석하는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노인 운전자 모집단을 특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혼용하

였다. 노인 운전자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5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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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별로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보건소, 노인정, 노인 

사교모임을 중심으로 연구 설문 및 노인 운전자용 자가

-보고식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검사에 응한 노인 운

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515명의 노인 

운전자를 모집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일반적 특성과 운

전관련 특성을 확인하는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노인 운

전자용 자가-보고식 평가 SAFE-DR를 실시하였다. 연

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과거 운전면허

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으며, 인지 및 언

어 능력이 자가-보고식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515명의 참여자 중 만 6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8명과 자가-보고식 평가를 도중에 거부한 7명을 

제외한 500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399명(79.8%), 여성이 101명

(20.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2.08세, 거주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가 121명(24.2%), 대전 및 충청도가 

137명(27.4%), 광주 및 전라도가 100명(20%), 부산 및 

경상도가 114명(22.8%), 강원 및 제주도가 28명(5.6%) 

이었다. 노인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drivers 

  (N=500)

Characteristics n (%) or M±SD

Sex
Male 399 (79.8)

Female 101 (20.2)

Age
(years)

Mean age 72.08±5.16

65–69 185 (37.0)

70–79 261 (52.2)

≥ 80 54 (10.8)

The area of 
resident

Seoul･Gyeonggi 121 (24.2)

Daejeon･Chungcheong 137 (27.4)

Gwangju･Jeolla 100 (20.0)

Busan･Gyeongsang 114 (22.8)

Gangwon･Jeju 28 ( 5.6)

2.3 연구 도구

2.3.1 SAFE-DR (Self-report Assessment For 

Elderly Driving Risk)

SAFE-DR는 한국 노인 운전자의 문화적 특성을 반

영하여 Choi에 의해 개발된 자가-보고식 평가이다. 이 

검사의 각 항목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3점 척도로 측정된다. 전체 항목의 신뢰도 계

수는 0.913이며,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예측 타당

도가 검증되었다[18]. 이 검사는 노인 운전자의 운전 중 

장치 조작,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 차량 조절, 주변 점

검, 위험 인식, 판단력의 운전 중 행동을 점검할 수 있

는 항목과 추상적 사고, 기억력, 지남력, 시각, 청각, 신

체적 능력, 의학적 건강 상태의 운전과 관련된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SAFE-DR 평가를 이용하여 노인 운전자가 어떤 영역

에서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며, 위험성을 자각한 영역에

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는지 분석하였다. 각 

항목의 응답 척도는 “그렇다”가 1점,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은 부정문으로 제시되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운전 위험성을 많이 자각하는 항목으로 해석된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노인 운전자의 일반적 및 운전 

관련 특성과 각 항목의 응답 확인을 위해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각 하위영역간의 차이와 하위영역 내에

서 항목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노인 운전자의 운전관련 특성

연구에 참여한 노인 운전자 중 운전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228명(45.6%)이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혈압약 복용이 

186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약이 24명

(4.8%), 고지혈증약이 10명(2%), 전립선약이 5명(1%), 

항간질약이 3명(0.6%)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종류는 SUV가 160명(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형차가 142명(28.4%), 소형차가 111명(22.2%), 대

형차가 33명(6.6%), 업무용 특수 차량이 3명(0.6%), 기

타 51명(10.2%)이 있었다. 평균 운전경력은 8.04년이

며,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인원이 36명(7.2%) 포함되

었다. 또한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464명(92.8%)의 주

당 평균 운전 시간은 4.51시간이었다. 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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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운전 중 사고를 경험한 인원은 20명(4.0%)으로 자신

의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를 3명(0.6%),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충돌사고를 2명(0.4%), 타인의 과실로 인한 접촉

사고를 2명(0.4%), 타인의 과실로 인한 충돌사고를 13

명(2.5%)이 경험하였다. 노인 운전자의 운전관련 특성

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riving-related characteristics (N=500)

Characteristics n (%) or M±SD

Regular 
medicine

Yes 228 (45.6)

Types

Hypertension 186 (37.2)

Diabetes 24 ( 4.8)

Hyperlipidemia 10 ( 2.0)

Prostate problems 5 ( 1.0)

Antiepileptic 3 ( 0.6)

No 272 (54.4)

Automobile 
types

Compact car 111 (22.2)

Mid-size sedans 142 (28.4)

Sport utility vehicles 160 (32.0)

Large size sedans 33 ( 6.6)

Business vehicles 3 ( 0.6)

Others 51 (10.2)

Mean driving experience (years) 8.04±1.73

Current 
driving

Yes 464 (92.8)

Driving time per week (hours) 4.51±2.52

No 36 (7.2)

Driving 
accident in 3 

months

Yes　 20 (4.0)

Minor accident by me 3 ( 0.6)

Minor accident by others 2 ( 0.4)

Collisions by me 13 ( 2.5)

Collisions by others 2 ( 0.4)

　No 480 (96.0)

3.2 운전 위험성 자각 항목별 반응

SAFE-DR의 전체 항목 중 운전 위험성 자각에 동의

(agree)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33번으로 전체 

대상자 중 168명(33.6%)이 동의하였다. 151명(30.2%)

이 동의한 4번 항목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34, 3, 

21, 30, 32, 6, 24, 17, 25, 11, 28, 16번 항목을 전체

의 20% 이상이 동의하였고, 26, 5, 10, 36, 37, 22, 

31, 27, 7, 14, 20, 38, 12, 19, 2, 29, 1, 8, 13, 15, 

9번 항목은 10% 이상이 동의하였다.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39번으로 전체 중 26명(5.2%)가 동의하였

다. 18, 40, 35번 항목은 10% 이하가 동의하였다. 항목

별 응답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3 운전 위험성 자각 영역별 차이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청각(2.03), 시각(2.10),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

(2.13), 기억력(2.24), 지남력(2.24), 운전 위험 인식

(2.26), 추상적 사고(2.26), 판단력(2.27), 주변 점검

(2.29), 신체적 능력(2.29), 차량 조절(2.31), 장치 조작

(2.35), 의학적 건강 상태(2.47) 순서로 자각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영역별 자각 양상의 평균 차 검정 결과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은 장치 조작, 차량 조절, 주변 점

검, 위험 인식, 판단력, 추상적 사고, 신체적 능력, 의학적 

건강 상태와 비교하여 낮은 평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각과 청각은 장치 조작, 차량 조절, 주변 

점검, 위험 인식, 판단력, 추상적 사고, 기억력, 지남력, 신

체적 능력, 의학적 건강 상태와 비교하여 낮은 평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학적 건강 상

태는 차량 조절, 주변 점검, 위험 인식, 판단력, 추상적 사

고, 기억력, 신체적 능력과 비교하여 높은 평균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영역별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4 운전 위험성 자각 영역별 항목의 차이

노인 운전자가 각각의 하위 영역들을 어떠한 항목에

서 위험성을 자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영역별 평균 차 

검정 결과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 차량 조절, 운전 위

험성 인식, 판단력, 추상적 사고, 지남력, 시각, 신체적 

능력, 의학적 건강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을 통해 위험성을 

자각하는 경우 3번과 4번 항목에서 5번 항목보다 유의

하게 많은 자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차량 조절

에서는 6번과 7번 항목에서 8번과 9번 항목보다 유의

하게 많은 자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위험 인식

의 경우 16번과 17번에서 15번 항목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많은 자각이 발생하였다. 판단력의 경우 19번과 

20번 항목이 18번 항목보다, 21번 항목이 22번 항목보

다 유의하게 많은 자각이 발생하였다. 지남력의 경우 

28번 항목이 29번 항목보다 많은 위험성 자각이 확인

되었다. 시각의 경우 30번 항목이 31번 항목보다, 33

번 항목이 31번과 32번 항목보다 많은 위험성 자각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신체적 능력의 경우 36번과 

27번에서 35번 보다 유의하게 위험성 자각이 많이 발

생하였다. 그리고 의학적 건강 상태의 경우 38번 항목

이 39번과 40번 항목보다 유의하게 많은 위험성 자각

이 발생하였다. 운전 위험성 자각 영역별 항목 간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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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ponse of items for driving risk self-perception       (N=500)

Subarea Driving risk sings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N % N % N %

Operating 
device

1 Difficulty adjusting the driver's seat 73 14.6 179 35.8 248 49.6

2 Difficulty operating control box (e.g. radio, head light, switch) 79 15.8 167 33.4 254 50.8

Coping in 
driving 

condition

3
Difficulty driving in certain conditions (e.g., weather conditions, night 
driving)

142 28.4 170 34.0 188 37.6

4
Difficulty driving in unfamiliar environments (e.g., with use of a 
navigation)

151 30.2 155 31.0 194 38.8

5 Hesitate at intersections without stop signs or red lights 97 19.4 193 38.6 210 42.0

Control 
vehicle

6 Difficulty reversing the car 115 23.0 178 35.6 207 41.4

7 Difficulty maintaining a safe distance from the preceding vehicle 86 17.2 201 40.2 213 42.6

8 Difficulty rotating the steering wheel (e.g., left, right) while driving 59 11.8 184 36.8 257 51.4

9 Difficulty fixing the steering wheel during driving 54 10.8 190 38.0 256 51.2

Checking 
around

10 Difficulty viewing side mirrors, to check traffic and change lanes 96 19.2 172 34.4 232 46.4

11 Difficulty proceeding through a congested intersection or rotary 105 21.0 162 32.4 233 46.6

12 Difficulty noticing moving people, signs, billboards, etc. 82 16.4 191 38.2 227 45.4

13 Difficulty focusing because of light 58 11.6 216 43.2 226 45.2

Awareness 
of driving 

risk

14 Passengers are concerned about your safe driving ability 85 17.0 200 40.0 215 43.0

15 Other drivers react negatively to your driving 57 11.4 200 40.0 243 48.6

16 Often surprised by a vehicle that you didn’t notice 100 20.0 191 38.2 209 41.8

17 Difficulty talking with passengers while driving 114 22.8 173 34.6 213 42.6

Judgement 
in driving

18 Traffic accidents occur because your negligence 36 7.2 187 37.4 277 55.4

19 Difficulty entering a fast-moving road, such as the highway 81 16.2 190 38.0 229 45.8

20 Difficulty quickly responding to dangerous situations 85 17.0 208 41.6 207 41.4

21 Difficult to judge the moving speed of the vehicle 141 28.2 183 36.6 176 35.2

22 Difficulty quickly operating the brake 93 18.6 191 38.2 216 43.2

Abstract 
thinking

23 Difficulty finding a route when get lost 53 10.6 207 41.4 240 48.0

24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changing traffic rules 115 23.0 176 35.2 209 41.8

25 Difficulty understand traffic guidance on the road 107 21.4 173 34.6 220 44.0

Memory
26

Forget the loc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driving, driver's license and 
keys

98 19.6 181 36.2 221 44.2

27 Difficulty finding your car in a parking lot 89 17.8 210 42.0 201 40.2

Orientation
28 Forget something pre-defined (go to the mart or gas station) 104 20.8 197 39.4 199 39.8

29 Difficulty finding a house by driving in familiar places 77 15.4 202 40.4 221 44.2

Vision

30 Verify your vision due to worry about its effect on the driving 140 28.0 199 39.8 161 32.2

31 Difficulty seeing distant objects and signs 90 18.0 207 41.4 203 40.6

32 Difficulty reading the small print in the navigation or map 119 23.8 195 39.0 186 37.2

33 Difficulty find a specific sign (e.g., finding a restaurant on the street) 168 33.6 175 35.0 157 31.4

Auditory 34 Difficulty hearing a car horn, navigation voice guidance, etc. 149 29.8 185 37.0 166 33.2

Physical 
condition

35 Get tired while driving 49 9.8 198 39.6 253 50.6

36 Experience pain or stiffness or weakness during or after the driving 96 19.2 190 38.0 214 42.8

37 Feel decreased mobility and flexibility 95 19.0 202 40.4 203 40.6

Medical 
health

38
Usually take medications (e.g., for sleep, blood pressure, depression, 
anxiety)

84 16.8 189 37.8 227 45.4

39
Consulted a doctor or pharmacist due to worry about the effect on 
driving

26 5.2 151 30.2 323 64.6

40 Experienced dizziness, seizures, or loss of consciousness 38 7.6 156 31.2 306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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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ifference between sub-areas in SAFE-DR 

   (N=500)

Rank Sub-area Mean SD

12 Operating deviceA 2.35 0.73 

3 Coping in driving conditionB 2.13 0.80 

11 Control vehicleC 2.31 0.73 

6 Checking aroundD 2.29 0.74 

5 Awareness of driving riskE 2.26 0.74 

8 Judgement in drivingF 2.27 0.74 

7 Abstract thinkingG 2.26 0.75 

4 MemoryH 2.24 0.74 

10 OrientationI 2.24 0.74 

2 VisionJ 2.10 0.78 

1 AuditoryK 2.03 0.79 

9 Physical conditionL 2.29 0.72 

13 Medical healthM 2.47 0.67 

Scheffe F p

A, C, D, E, F, G, L, M > B
A, C, D, E, F, G, H, I, L, M > J
A, C, D, E, F, G, H, I, L, M > K

M > C, D, E, F, G, H, I, L

28.407 .000***

***P<0.001

Table 5. The difference of items in sub-areas of SAFE-DR

   (N=500)

Category Items Mean SD Scheffe F/t p

Operating 
device

1 2.35 0.72 
- 0.000 1.000

2 2.35 0.74 

Coping in 
driving 

condition

3 2.09 0.81 

5>3,4 4.944 .007*4 2.09 0.83 

5 2.23 0.75 

Control 
vehicle

6 2.18 0.78 

8,9>6,7 11.297 .000***7 2.25 0.73 
8 2.40 0.69 
9 2.40 0.68 

Checking 
around

10 2.27 0.76 

- 1.094 .350
11 2.26 0.78 
12 2.29 0.73 
13 2.34 0.68 

Awareness 
of driving 

risk

14 2.26 0.73 

15>16,17 5.537 .001**15 2.37 0.68 
16 2.22 0.76 
17 2.20 0.78 

Judgement 
in driving

18 2.48 0.63 

18>19,20,2
2>21

20.541 .000***

19 2.30 0.73 
20 2.24 0.72 
21 2.07 0.79 

22 2.25 0.75 

Abstract 
thinking

23 2.37 0.67 
23>24,25 8.700 .000***24 2.19 0.78 

25 2.23 0.78 

Memory
26 2.25 0.76 

- 0.467 .641
27 2.22 0.73 

Orien
tation

28 2.19 0.76 
- -2.104 .036*

29 2.29 0.72 

Vision

30 2.04 0.78 
31>30

31,32>33
9.848 .000***31 2.23 0.73 

32 2.13 0.77 
33 1.98 0.81 

Auditoty 34 2.03 0.79 - - -

Physical 
condition

35 2.41 0.66 
35>36,37 10.752 .000***36 2.24 0.75 

37 2.22 0.74 

Medical 
health

38 2.29 0.03
39,40>38 31.181 .000***39 2.59 0.03

40 2.54 0.03
*P<0.05, **P<0.01, ***P<0.001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운전자용 자가-보고식 평가를 

이용하여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을 분석

하였다. 다수의 노인 운전자가 운전 중 행동으로는 운

전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운전 관

련 기능으로는 시각 및 청각이 저하됨을 느낄 때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운

전과 관련된 약물 복용이나 간질, 발작, 의식 손실 등 

의학적 건강 상태 변화는 운전 위험성을 가장 적게 자

각하는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 중 운전 위험성

을 가장 많이 자각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전 여건 변화

에 적응 영역은 “궃은 날씨와 야간 운전 등 특정 여건에

서의 운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운전”, “신호가 없

는 교차로 통과하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궃은 날씨와 야간 운전 등 특정 운전 여건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운전 시 어려움을 느낄 때 운전을 지속

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는 운전자들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노인 운전자의 운전행

동 특성을 보고한 연구에서도 노인 운전자는 야간이나 

빗길 운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9,20]. 

또한 노인 운전자는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이 익숙한 

경로로 운전하는 것을 선호하며, 친숙성이 운전 경로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이 보고되었다[21]. 이러

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 운

전자가 야간이나 궃은 날씨 등 특정 운전 여건이나 익

숙하지 않는 환경에서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운

전 위험성 증가를 자각하는 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인 운전자가 운전관련 기능 중 시각과 청각이 저

하됨을 느낄 때 운전 위험성이 증가함을 자각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 중 시각의 변화

는 글자 인식의 어려움과 같은 일상생활에 중대한 어려

움을 유발한다[22]. 본 연구에서도 노인 운전자가 시각

의 저하로 인해 운전 중 특정 간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의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걱정하여 시각 검사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운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량에서 제공되는 경

고음과 같은 청각 신호는 사고 확률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노인 운전자는 청각신호 지각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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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면서 운전 위험성이 증가된다[23]. 기존 노인 운전

자와 중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중추신경계의 청각처리 

부하로 인한 산만함이 운전 중 속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인 운전자가 청각처리 부하

로 인해 쉽게 산만해지고 속도 변동성 증가로 이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24]. 본 연구에서

도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청각 처리에 문제는 노인 운

전자가 운전 위험성 증가를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로 확

인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 운전자 중 다수가 차량

의 경적 소리, 네비게이션 음성, 차량내 경고음 인식에 

어려움을 느낄 때 운전 위험성 증가됨을 인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간질, 발작, 의식 손실 등의 의학적 건강 상태 변화는 

정신병적, 인지적 장애로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 중 이

러한 증상이 유발되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의 복합적인 합병증이

다[25]. 따라서 운전 중 발생하는 간질, 발작, 의식 손실 

등의 신경학적 증상은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방해 요인

이다[26,2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 운전자들이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해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

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

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의 이견은 한국의 노인 

운전자 인구의 운전과 건강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문제

로 이한 차이로 해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의 택

시 운전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실제 의학적 질환이 있

음에도 응답을 회피하거나 숨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8].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운전자들의 운

전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중 45.6%에 해당하

는 228명의 노인 운전자는 고혈압, 당뇨, 간질, 고지혈

증 등의 약물을 지속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건강 상태 문제가 운전 위험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고한 노인 운전자의 비율은 5.2-16.8%

로 낮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 참여

한 노인 운전자들이 의학적 건강 상태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기 못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의학과 약학의 분업이 시행

된 이후 의료인의 환자의 잘못된 의학 지식으로 인해 

복약지도와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9]. 종합해 보면 국내 노인 운전자들

은 의학적 질환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안전 의식 향상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노인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 인구와 비교하여 스스로 

운전과 관련된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조절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 따라서 운전 중 위험성 증가를 자신의 능력 변화

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5]. 노인 운전자용 자가-보

고식 평가는 이러한 노인 운전자의 자가-조절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운전 위험성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30]. 호주의 노인 운전자 면허평가모델에서

도 면허 갱신을 위한 절차에서 세부적인 운전 기능을 

평가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운전 능력이 감소된 운

전자를 선별할 때 자가-보고식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31].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의 부정확성

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모니터링과 교통안전 교육에 있어 노인 운전자

가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자각 하는 특성을 분석하고 

노인 운전자 면허 갱신 체계와 제도 마련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32].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노인 운전자

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

국 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가 노인 운전자의 안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노인 운전자 인구에 일반화

하기 위해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고, 지역별 균형을 맞

추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강원이나 제주지역의 인

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많지 않았으며, 80세 이상

의 노인 운전자 인구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또

한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

성을 운전 중 행동과 운전관련 기능 측면에서 확인하였

으나 실제 인지, 지각, 신체적 능력 등 노화로 인한 기

능 변화를 평가하고 연관성을 밝히는 등 구체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노인 

운전자 면허 제도와 체계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

국의 노인 운전자 면허관리 제도와 함께 분석되어질 필

요가 있다. 향 후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

을 노화로 인한 기능 변화, 면허 관리 제도와 함께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노인 운전자 안전 관리를 위한 제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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