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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약자  보행 통사고 특 과 보행 횡단요소 분

(여 시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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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ing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in the Case of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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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14년 기  65  상 노  전체  12.7%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고 사  진 하게 고 노  

등 통약 들도 다양한 사 경제적 동  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동할 수 도  동  보

어야 한다. 통약  가  기본적  수단  보행  과 다  보행특  보 에도 하고 기존 보행 

 시   운  에 한 고 가 족한 실 다. 본 연 는 복합 시  맞 하여 통약 (노 )  보행 

 통사고 특  살펴보고 여수시  사  단보도에  노  보행실태  보행 단  하고  한

다. 2014년 기  통사고 료에 하 , 노  통사고는 전체 통사고  9.9%  생하고 나 노 사망 수

는 전체  40.3%  차지하고 고 노  사망 수  47.4%가 차 보행  사고  기 한다. 또한 전체 보행   노

 보행  생  18.7% 나 노  보행  사망  비  49.3%에 해당하는 매우 높  비  차지하고 노 보행  

치사  3.03  전체보행  치사 보다 3 정도 높게 나타난다. 통약 (노 ) 단 보행  시간과 보

행 도  조사한 결과, 노  신체능  하  15%-tile에 해당하는 시간  4.56  보행 도는 당 0.76m가 적절

한 것  었고 조사지점  단보행 신 운  평가한 결과 보행안전  어지는 것  단 어 개  

보행신  운  었다.

주제어 : 복합, 통약 , 노 , 보행, 시간, 보행 도

Abstract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is 12.7% of total population in 2014 and Korea is going to be 
an 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including the aged should be guaranteed in 
walking mobility under safe and comfortable environment for their socio-economic activities. For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walking accidents related to the aged 
pedestrians and analyzed the aged-oriented walking factors with a reaction time and a walking speed at 
crosswalks in Yeosu. In the results, the crashes for the aged occur at 9.9% of total crashes and the fatalities 
of the aged are 40.3% of total fatalities in 2014. The 47.4% of the aged fatalities is also attributed to 
vehicle-to-pedestrian accidents. The 49.3% of all pedestrian fatalities occurs at the aged pedestrians with a very 
high proportion. The reaction time and walking speed for the aged were determined as the values located at 
the lower 15%-tile of the elderly physical ability. It is shown that the reaction time is 4.56 seconds and the 
walking speed is 0.76 m/s in the case of Yeosu. From two factors’ standpoint, the walking environment at 
crosswalks in Yeosu is inappropriat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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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

람을 말하는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구체

으로 설명하면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의 이용자를 말하며, 고령자는 65세 이상의 이

용자, 그리고 일시 인 장애인이란 임산부, 유아 동반

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자, 어린이는 5-9세의

이용자를 말한다[1,2].

교통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하여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없이 안 하고 편리하게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동권)을 가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보행환경 개선

을 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 로 수립하여야 한다[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사항 보행환

경 실태와 보행환경 개선에 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 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

정할 수 있고 이 구역에서 횡단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한 교통신호기 등 보행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동

권의 가장 기본 인 수단으로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

지고, 도로의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더불어 방향을

환하기 하여 근하는 도로횡단시설의 보행환경은 교

통안 측면에서 매우 요하게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교통약자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근권을 보장하기 해서는 우선안 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있도록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교

통약자는 신체 능력 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보행하는데있어 일반

인과다른 보행특성을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행 련 시설들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

들의 에서 보편 설계기 을 가지고 계획 설계

된 측면이 있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

행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안 시설물의 설

치 운 이 필요하고 교통약자도 안 하고 편리하게

보행 련 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많이 필

요한 시 이다.

교통약자, 즉 장애인과 노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의 실

이 으로 필요하며, 교통약자의 보행안 을 증진

시키기 한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한 연구

가 시 히 이루어져야 한다[4].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기본 인 권리가 주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권을 통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을 충분하게 이룰 수 없는 계층이고 가장 표 인 그룹

이 노인과 장애인에 해당된다. 재 교통약자 가장 높

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증가

율도 가장 높은 노인(고령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2014년 경찰사고 기 으로 체 보행 교통사고 사

망자 1,815명 교통약자(노인)는 919명으로 50.63%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

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노인사망자 유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교통사고시 상

태별 노인 교통사고는 보행 사망자가 50.64%, 이륜차

승차 사망자가 19.3%, 자동차승차자 사망자가 15.6%

로서 보행 사망자가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어

서 이동을 한 보행 에 교통약자는 매우 험한 보행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노인 보행

횡단보도상과 부근에서 사망자가 11.9%, 교차로내 부

근에서 29.22%, 기타단일로에서 사망자가 52.5%가 발생

하여 40%이상의 노인사망자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역별 교통안 지수를 살펴보면 국 시별

기 자치단체 78개 경남 창원시가 85.6 으로 국 1

를 차지하고 남 여수시는 74.9 으로 47 에 해당하

여 평균 이하의 교통안 수 을 보이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노인)의 보행 련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고 표 인 보행안 시설물인

도로 횡단시설(횡단보도)에서 보행실태와 보행횡단 요소

를 여수시 사례로분석하고자한다. 한, 본 연구는가장

표 인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에서 사회경제

1) 통안전지수는 통사고통계  기  해당 치단체  

통안전도 수  계량 하여 객 적  통안전수  

비 ․평가하는 지  2005년  도 통공단에  

,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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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동과 이동권 욕구가 더 왕성하고 도로보행과 도

로횡단의 기회를 더 많이 요구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노인)를 상으로 하 고 특히 노인운 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보행자가 주 연구 상이다.

2. 행연  

김경옥(1996)은 노인보행자의 횡단사고 유형, 특성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횡단사고의 약 60%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 고 70% 이상이 노인여성이었고 운

자의 안 미확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하 다[5].

박용진 외(2001)는 구 역시를 심으로 연령별 자

유보행속도와 횡단보행속도를 조사하고 15
th

percentile

보행속도를 일반인 1.10m/ , 노약자 0.85m/ 를 용하

여 새로운 보행자 신호시간을 제안하 다[6]. 황덕수 외

(2008)는교통약자(어린이와 고령자)를 상으로 가상횡

단보도에서 보행속도 인지-반응시간을 조사하여 보

행속도에는 평균값, 15%-tile값, 그리고 인지-반응시간

에는 평균값과 85%-tile값을 제시하고 이를 반 한 보행

신호시간 산정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7].

박병호 외(2009)는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와 이동편

의시설과의 계를 분석하여 사고는 가로구간에서 도로

횡단 에 많이 발생하고 포장상태, 보행유도블럭, 자

블록이 안 에 향을 미치고 이를로지스틱 모형식으로

개발하 다[8]. 박 태 외(2010)는 지방부 도로를 심으

로 고령보행자 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회귀분석에 의해

사고심각도 모형을 개발하여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심각

도가 가장 큰 요인임을 보 다[9].

이남수(2014)는 체 교통사고 비 고령운 자의 교

통사고 실태를 분석하고 성검사의 강화와교통안 시

설물의 개선 등 교통사고 감소를 한 책을 제시하

고[10], 오주석 외(2015)는 고령운 자의 교통사고 기록

을 가지고 인 요인과 사고상황 등 주요 변수들에 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고령운 자들이 취약한 특정 사고

상황 련 인 요인의 특성을 분석, 제시하 다[11].

김민제 외(2015)는 교통약자 유형별로 보행시설을 이

용할 때 느끼는 사항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

분석을 이용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은 유사한특성을 나타

내었고 차량진출입, 도로의 기울기나 포장불량 등이 불

편요소로 나타났고 유아동반자의 경우는 육교와 지하

도가 1순 로 분석되어 차이를 보 다[12].

보행시 요한 요소인 보행속도에 해 기존 자료에

서는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로 1.34m/ 정도이고 노인

의 경우 60 1.16m/ , 70 1.04m/ , 80 0.93m/ 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행속도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 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0.66m/ 라고 알려져 있다.(출처:

EBS의 지식채 e, 국립 앙과학 ) 한, 경찰청(2011)

은 보행자신호 신호계획 시 용한 보행속도로 보행자의

안 을 고려하여 1.0m/ 를 용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한 보행신호 운 시

0.8m/ 를 용하고 녹색 멸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3m/ 를 용하고 있다[13,14].

본 연구는 노인운 자가 아닌 노인보행자를 주요

상으로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 고 특히 지방 소도시의

교통약자(노인)에 한 교통사고 분석결과라는 의미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조사하 던 가상 인 상황(시뮬 이

션)이 아닌 실제 횡단보도에서 조사된 교통약자의 보행

횡단 요소를 조사,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3. 조사  정리

3.1 노

유엔의 고령자 인구 구성비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체인구의 7%에 도

달하면서 이미 고령화 시 에 진입하게 되었고 2017년

고령사회(14%), 2026년 고령사회(20%)에 진입하는

것으로 측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로의 환속

도가 17년, 고령사회 9년소요로 다른 선진국과다르게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5].

[Fig. 1] Future Population of Korea



통약  보행 통사고 특 과 보행 단   (여수시  사 )

44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Jun; 14(6): 439-448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계인구는 연평균 0.5% 증가

하 고 이를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인

구 2.7% 감소, 13-64세 인구 0.6% 증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 증가하 다. 이로인해 체 인구 노인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14년 12.7%로

증가 추세이고 이러한 추세는 장래 2040년에 32.3%까지

더욱 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16].

Year
Total

(persons)

lower than 13

years old

(persoms)

13 – 64

years old

greater than

65 years old

2001 47,357,362 8,619,084 35,159,908
3,578,370

(7.6%)

2014 50,423,955 6,008,528 38,029,868
6,385,559

(12.7%)

average

annual rate
0.5% -2.7% 0.6% 4.6%

2040 51,091,352 4,865,287 29,724,741
16,501,324

(32.3%)

Source: KoRoad, “Sourcebook on Traffic Accident Analysis”, 2015.

<Table 1> Population Trend by Age Groups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노인 교통사고

도 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앞으로는 교통약자

인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보행에 한

욕구가 강화되는 시 에서 노인들의 도로보행과 횡단과

같은 도로교통 안 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시 이다.

3.2 통사고

실생활에서 겪는 노인들의 교통안 실태를 분석하기

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을 이용하여 교통약자(노인)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하 다[17].2)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자료와

더불어 TAAS의경찰청 교통사고 이외에 보험사와 공제

조합 등의 통합자료를 심으로 체 교통사고 자료

비 교통약자(노인)에 한 자료만 추출하여 활용하 으

며,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국 시도별, 라남도시군별 인구, 65세이상 인구

- 국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 통사고 시스 (TAAS)  경찰청, 보험사, 공제조합(5

개) 등  통사고 통계 료  통합하여 한 시스

 각종 통안전정책 수립 등에 용 고 다.

- 시도별 노인교통사고

- 사고유형별 노인교통사고

- 사고시 상태별 노인 교통사고 등

각 교통사고 항목별 자료시 은 가장 최근년도인

2014년을 심으로 과거 5개년(2010 ～ 2014)을 심으

로 조사하 고 필요시 과거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집하 다.

3.3 보행조사

본 연구의 주 심지역인 여수시에 치한 횡단보도

를 상으로 교통약자(노인)의 보행조사를 실시하 다.

보행조사를 실시한 횡단보도 선정은 교통약자인 노인

들이 주로 많이 통행하는 통시장을 심으로 조사하여

최종 으로 서시장과 진남제일시장 근처에 치한 총 4

개의 횡단보도를 선정하 다.

- 여수시 학동 진남제일시장 인근 국민은행앞 교차로

: ①, ② 횡단보도

-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 인근 서교동로터리 : ③, ④

횡단보도

조사지 은 상업 업무시설이 치한 교통량 수

이 높은 평지지역으로서 차량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3

지 교차로와 5지 교차로 인 횡단보도에 해당된다.

a. Sites ① and ②

b. Sites ③ and ④

[Fig. 2] Walking Survey Sites in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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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조사에서 교통약자(노인)을 상으로 측한 자

료수는 총 135개로서 ① 국민은행앞 지 30개, ② KDB

산업은행앞 지 26개 ③ 원 농 앞 지 19개 ④ 웅

약국앞 지 60개이다.

보행조사는 횡단보도 시설조사와 보행특성조사로 구

분하여 시설조사 항목은 횡단보도 치, 횡단보도길이,

횡단보도폭, 보행자신호(녹색+녹색 멸시간)를 조사하

고 보행특성조사는 반응시간과 도로횡단시간을 조사

하 다. 보행자 반응시간은 교통약자(노인)을 상으로

횡단보도 녹색시간이 등되고 차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조사하 고 보행속도는 횡단보도길이를 교통약자(노인)

의 도로횡단시간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 값이다.

Cross

walk

Sites

Crosswalk

Length

(m)

Crosswalk

Width

(m)

Pedestrian

Green Time

(second)

Green

Flashing

(second)

Total

Green

Time

① 13 4 8.75 8.25 17

② 32 8 12 20 32

③ 15.7 6 12 12 24

④ 20 8 12 12 24

<Table 2> Length and Signal Data at Crosswalks

4. 통약 (노 ) 통사고 생

4.1 노  통사고 생

노인 교통사고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사상자가 발생

한 교통사고로서 노인운 자와 연루된 교통사고와 노인

보행자가당사자인 교통사고를 포함한 자료이다. <Table

3>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 추세는 발생건수(건), 사망

자수(명), 부상자수(명)는 2011년에 약간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 꾸 하게 증가하 고 특히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교통사고에서 노인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 발생

건수 9.9%, 사망자수 40.3%, 부상자수 11.4%를 나타내었

다. 노인 사망자수 비율은 체 사망자수의 34.6 ～

40.3%를 보여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교통사고 험에

매우 심각하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 다.

Year Crashes Fatalities Injuries

2010
All 979,307 5,505 1,533,609

Aged 72,095 1,907 135,304

2011
All 873,277 5,229 1,392,355

Aged 69,207 1,843 129,967

2012
All 1,133,145 5,392 1,777,604

Aged 93,363 1,989 170,500

2013
All 1,119,280 5,092 1,782,594

Aged 101,646 1,940 186,736

2014
All 1,129,374 4,762 1,792,235

Aged 111,824 1,917 205,105

Source: KOROAD, TAAS DB http://taas.koroad.or.kr/index.jsp

<Table 3> The Elderly Accident Data by Years

[Fig. 3] Ratio of the Elderly Accident by Year

4.2 노 보행  통사고 생

노인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련 교통사고 황을

살펴보고자 차 사람, 차 차, 차량단독, 기타로 구분된

2014년 사고유형별 노인 교통사고 구성자료를 분석하

다. 우선 차 사람 사고는 보행자3)가 제1당사자 는 제

2당사자가 된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써 일반 으로 보행

자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2014년 기 으로 노인 교통사

고에서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차 차 사고가 65.8%,

79.2%로 가장 높으나 사망자수는 보행자 사고인 차 사

람 교통사고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노인 교통사

고의 사망자수 반 가량이 노인 보행자 사고로 확인되

어 앞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안 에 각별한 심이 요구

된다.

3) 보행  통사고에 해당하는 사람  도  보행하거나 노

상 업  , 노상  , 도 에  거나 누워

는 사람, 애 용 체어  타고 거나 고 가는 사람, 

전거나 동차에 타고 는 아  또는  고 

가는 사람, 차, 원동기 치 전거, 전거  끌고 가는 

사람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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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Crashes Fatalities Injuries

veh.-to-ped. 29,981(26.8%) 908(47.4%) 30,306(14.8%)

veh.-to-veh. 73,525(65.8%) 728(38.0%) 162,506(79.2%)

vehicle only 5,521(4.9%) 281(14.7%) 9,283(4.5%)

etc. 2,797(2.5%) 0(0%) 3,010(1.5%)

Total 111,824(100%) 1,917(100%) 205,105(100%)

Notice: Data of etc. include rail crossing accidents and unclassified items.

<Table 4> The Elderly Accident by Type(2014)

[Fig. 4] The Elderly Accident by Type

체 보행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은 2010

년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18.7%에 해당되

고 부상자수 비율은 18.3%에 해당된다. 사망자수 비율의

경우 2010년에 47.5%에서 시작되어 2011년에 44.3%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 체보행자

49.3%가 노인보행자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비 을 차지

하고 있고 치사율4)은 2010년 체 보행자 치사율 1.61명,

노인보행자 치사율 4.87명에서 2014년 체 1.61명, 노인

3.03명으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보행자 치사

율이 체보행자 치사율보다 약 3배정도높게나타나고

있다.

[Fig. 5] Ratio of the Elderly Pedestrian by Type

4) 치사 (Fatality Rate)  사고 100건당 사망 수  미함.

Year Crashes
Fatalities

Fatality Rate
Injuries

2010
All Ped. 124,613 2,010 1.61 128,557

Aged Ped. 19,595(15.7%) 955(47.5%) 4.87 19,392(15.1%)

2011
All Ped. 111,091 1,998 1.80 114,830

Aged Ped. 18,176(16.4%) 885(44.3%) 4.87 18,206(15.9%)

2012
All Ped. 162,914 1,977 1.21 167,904

Aged Ped. 26,429(16.2%) 949(48.0%) 3.59 26,483(15.8%)

2013
All Ped. 161,079 1,928 1.20 166,125

Aged Ped. 27,999(17.4%) 950(49.3%) 3.39 28,146(16.9%)

2014
All Ped. 160,277 1,843 1.15 165,421

Aged Ped. 29,981(18.7%) 908(49.3%) 3.03 30,306(18.3%)

<Table 5> Pedestrian Accident Data 

4.3 여수시 노  통사고 

국에서 노인보행자 사고 발생은 서울시가 5,418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자수는 경기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은 1

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시가 포함된 라남도의 경우,

발생건수 1,200건으로 17개의 역시, 도 에서 10번째

로 많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사망자

수는 74명으로 상 5 에 해당되어 발생건수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사망자수 통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노인

인구 1만명 당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로 분석해보면, 라

남도는 1만명당 31.4건의 노인보행자 사고 발생과 1.94명

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인인구 비 보행자사고

발생은 양호하나 사망자수는 제주, 북에 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국 으로 노인 1만명

당 노인보행자 사고 발생은 세종시가 가장 게 발생하

고 울산 역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노인 1만명당 47.68건으로 노인보행자 사고발생률은 높

으나 사망자수는 0.89명으로 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등 도시의 사고발생

비 낮은 사망률은 해당 도시의 신속한 구 의료체

계로 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Fig. 6] The Elderly Pedestrian Accidents by Nation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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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es

Rank

Administrat

ive District

Population

(≥65

years)

Crashes

(#./10,000

persons)

Fatalities

(#./10,000

persons)

Fatalities

Rank

1 Seoul 1,136,405
5,418

(47.68)

101

(0.89)
2

2 Kyunggi 1,226,661 4,970 142 1
3 Busan 478,476 2,323 52 8
4 Kyungnam 446,668 1,881 84 3

5 Kyungbuk 473,780 1,765 81 4
6 Daegu 299,145 1,579 46 9
7 Chungnam 335,735 1,394 66 7
8 Jeonbuk 324,187 1,373 67 6

9 Incheon 288,858 1,260 37 11

10 Jeonnam 382,162
1,200

(31.40)

74

(1.94)
5

11 Kangwon 253,641 846 39 10
12 Chungbuk 229,713 834 33 12

13 Kwangju 161,305 765 21 15
14 Daejeon 156,673 755 27 13

15 Ulsan 93,648
502

(53.60)
13 16

16 Jeju 80,603 313
23

(2.85)
14

17 Sejong 17,899
27

(15.08)

2

(1.12)
17

<Table 6> The Elderly Pedestrian Accidents by 

National Cities

여수시는 2014년 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236건과 사망자수 14명을 나타내어 라남도의 22개 시,

군 에서가장높은 1 를보이고 라남도 체에서각

각 19.7%, 18.9%의 노인보행자 사고비 을 차지하고 있

다. 이를 노인인구 비 사고율과 사망률로 환산해보면

여수시는 1만명 당 66.3건의 노인보행자 사고발생과 3.93

명이 사망하여 순천시에 이어 2 의 높은 노인보행자 교

통사고 지역이다.

Rank Cities
Populations

(≥65 year)

Crashes

(accident)

Crashes

/10,000

persons

Fatalities

(persons)

Fatalities

/10,000

persons

1 Yeosu 35,594 236 66.30 14 3.93

2 Mokpo 43,225 205 47.43 7 1.62

3 Suncheon 22,355 153 68.44 10 4.47

4 Naju 15,657 64 40.88 4 2.55

5 Kwangyang 12,946 58 44.80 4 3.09

6 Haenam 13,315 46 34.55 4 3.00

7 Whasun 12,506 41 32.78 1 0.80

8 Goheung 15,084 39 25.86 4 2.65

9 Bosung 15,187 36 23.70 4 2.63

10
Youngkw

ang
12,263 36 29.36 3 2.45

⋮ ⋮ ⋮ ⋮ ⋮ ⋮ ⋮

22 Jangsung 15,249 14 9.18 0 0.00

<Table 7> The Elderly Pedestrian Accidents by 

Cities in JeonNam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노인 보행자 련 사고를 교통

사고 치별로 좀 더 세 하게 분석해보면, 노인 보행자

발생은 보도통행 과 도로횡단 에 가장 많이 발생하

지만 노인 보행자 사망자는 도로횡단 에 가장 많이 발

생하는 실정이어서 보도통행 안 과 도로횡단 안

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Year Crossing Road Shoulder Etc. Total

2010

Crashes 42 10 6 92 150

Fatalities 5 1 0 2 8

Injuries 37 10 6 96 149

2011

Crashes 35 8 9 73 125

Fatalities 6 1 0 3 10

Injuries 31 7 9 71 118

2012

Crashes 54 10 14 134 212

Fatalities 14 0 0 6 20

Injuries 42 11 14 130 197

2013

Crashes 62 10 7 156 235

Fatalities 9 1 0 6 16

Injuries 60 10 7 154 231

2014

Crashes 57 16 13 150 236

Fatalities 7 2 0 5 14

Injuries 58 14 15 150 237

Notice : Etc. data includes pedestrian accidents occurring on sidewalk.

<Table 8> The Elderly Pedestrian Accident by 

Accident Locations in Yeosu

5. 통약  도 단 보행특

경찰청 보행자신호 계획 기 에 따르면, 국내 보행신

호기에서 일반 으로 횡단보행속도를 1.0m/ 로 용하

는 것을 감안해볼 때 횡단보도길이가 총 녹색신호시간

보다 짧은 경우만 교통약자(노인)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Table 2>의 횡단보도 시

설조사에서 ②지 의 경우 횡단보도길이가 32m인 반면

보행신호시간이 32 로서 보행자 인지-반응시간을 제외

하면 당 1.0m 이상씩 보행해야 하므로 실 으로 노

인들이 정상 인 보행속도로 건 기에는 무리가 있는 보

행여건이다. <Table 9>의 조사결과도 해당 지 의 노인

보행자들에 한 평균값으로서 횡단보도 ②지 의 반응

시간이 다른 지 들에 비해 가장 짧고 횡단보행시간은

횡단보도 길이로 인해 가장 길게 분석되었다.

횡단보도 ②지 을 제외한 기타 다른 횡단보도 지

들은 횡단보도길이에 보행속도 1.0m/ 를 용한 보행시

간보다 보행신호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신호시간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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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도로를횡단할 수 있다. <Table 10>의 결과에

서도 보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 ②지 만 교통약자의 보

행속도가 다른 지 보다 높게 나타나서 다른 지 들에

비해 횡단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불리한 여건이다. 따라

서 횡단보도 ②지 을 제외한 3개 지 (①, ③, ④)의 조

사자료를 가지고 반응시간과 보행속도를 분석하는 것이

교통약자(노인)의 자유보행속도에 근 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단되어 분석시 횡단보도 ②지 은 제외하 다.

Crosswalk

Sites

Sample

Size

Reaction

Time

(second)

Crossing

Time

(second)

Total Time

(second)

Crosswalk

Length

(m)

① 30 3.14 13.87 17.01 13

② 26 3.03 27.88 30.91 32

③ 19 3.69 16.81 20.50 15.7

④ 60 3.76 22.75 26.51 20

Average - 3.58 19.27 22.85 -

<Table 9> Reaction Times and Crossing Times

횡단보도 ②지 을 제외하면, 교통약자(노인)의 반응

시간은 평균 으로 3.14 ～ 3.76 범 에 있고 보행속도

는 0.88 ～ 0.94m/ 로 분석되었다. 일반 으로 반응시간

은 교통약자(노인)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보행능력 차이

가 존재하므로 하 15% 신체능력에 해당하는 85%-tile

의 반응시간이 하고 보행속도는 반 로 15%-tile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하면 반응시간은 4.56 , 보행속도

는 0.76m/ 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ites
Crossing Length

(m)

Crossing Time

(second)

Walking Speed

(m/s)

① 13 13.87 0.94

② 32 27.88 1.15

③ 15.7 16.81 0.93

④ 20 22.75 0.88

<Table 10> Walking Speed of the Elderly

<Table 11> Standard of Reaction Time and Walking

Speed for the Elderly5)

Factors 15%-percentile 50%-percentile 85%-percentile

Reaction Time

(second)
2.41 3.34 4.56

Walking Speed

(m/s)
0.76 0.95 1.08

5) 시간과 보행 도 기  가   값에  차순

 정 한 후 에 해당하는 값  결정하

[Fig. 7] The Percentage of Reaction Times

[Fig. 8] The Percentage of Walking Speed

본 연구에서 분석된 도로횡단 보행요소인 반응시간

4.56 와 보행속도 0.76m/ 를 토 로 여수시 조사지

의보행신호시간을평가해보면, 인지-반응시간(평균 3.58 )

의 경우 평균 반응시간보다 작게 나타나는 교통약자(노

인)의 63.3%가, 보행속도(평균 0.93m/ )는 55.0%가 안

하게 횡단보행을 할 수 있는 반면 반응시간 측면에서

노인의 36.7%가, 보행속도 측면에서 노인의 45.0% 정도

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있어 안 하게 횡단할 수 없는 구

성비(%)로서 분석되어 교통약자(노인) 상 횡단보도 보

행신호 운 으로는 부 한 것으로 단되고 좀 더 개

선된 보행신호 운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교통

약자(노인)을 고려한 보행신호 개선과 더불어 노인의 보

행특성을 반 한 교통안 교육교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노인 노인운 자 상 교통안 교육이 필요하다.

6. 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맞이하여 교통약자

노인들의 인구비 은 더욱 늘어나는 실에서 교통약자



Walking Accident Characteristics and Walking Factors for Road Crossing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in the Case of Yeosu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47

(노인)들의 왕성한 사회경제 활동이 증가되고 이로 인

해 다양한 통행목 발생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는 반면 국내 보행환경은 아직도 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도시와 다르게 지방은 교통안 의식

과 시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라 보

행환경에 한 다양한 개선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수단은 보행으로서 이때 보행안

에 험한 요소는 횡단시설의 부 한설치와 보행여

건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운 등의열악한 보행환경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노인)의 증가하는 인구추세

에 맞추어 노인 교통사고 황을 살펴보고 특히 노인 보

행자가 겪고 있는 보행안 에 한 교통사고 자료를 조

사, 분석하여 보행안 성 평가를 수행하고 여수시를 사

례로 도로횡단시 필요한 반응시간과 보행속도에 한 횡

단요소를 분석하 다.

교통약자(노인) 련 교통사고 발생은 체 교통사고

발생과 비교하여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실정이고 특히

체 사망자수의 반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는

실이다. 노인보행자의 경우도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증

가추세이고 사망자수 비율도 체의 50% 정도에 도달하

여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의 사례를 통해 노인보행자 교

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도시로 분석되어 여수시의 노인 보행환경개선과 노력이

실히 요구된다.

교통약자(노인)가 도로를 횡단할 때 주로 향을 미치

는 반응시간과 보행속도를 분석하고자 여수시 통시장

주변 교차로의 4개 횡단보도 지 에서 노인들을 상으

로 반응시간과 횡단시간을 조사하여 보행횡단요소를 분

석하 다. 분석결과 교통약자(노인)의 정 반응시간은

4.56 , 보행속도는 0.76m/ 로 분석되어 이러한 횡단요

소에 맞는 횡단보도의 신호운 계획과 운 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65세, 75세, 85세 이상 등 다양한 노인연령

계층별 보행특성을 추가로 분석하고 노인 이외 장애인

등 기타 교통약자의 보행특성과 비교분석하여 반 인

교통약자의 보행여건 분석과 이동권 확보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여수시 교통약자의 안 한 보행

환경조성을 해 보행자 작동신호기 도입 등 다양한 시

스템 도입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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