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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제   안

q 고령운전자 및 관련 교통사고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고령운전자 제도 

개선과 함께 운전이 이루어지는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도 중요함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전인 ‛09년 118만 명 

대비 282% 증가하였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9년 33,239건으로 ‛09년 11,998건 대비 277%로 급증함

○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승용차 분담률은 37%로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향후, 

삶의 질 향상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운전자의 교육 및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접 운전하기를 원하는 고령운전자를 

고려하여 도로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음

q 고령운전자의 안전 측면에서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교통시설의 개선사항을 제시함

○ (교차로 시설) 교차로 적정 교차각 확보, 회전을 위한 도류화 설계, 교차로 시거 확보를 제시함

○ (보행자 시설) 보행신호시간 조정, 도류화를 통한 짧은 횡단로 확보, 보행 통행량에 따른 

우회전 통제 및 주의가 필요함

○ (도로표지) 시인성 확보를 위해 더 큰 글자 크기와 휘도 확보가 필요하며 크기, 위치, 

표시형식, 판독거리, 반응시간에 대한 기준 개선이 필요함

○ (차로표시) 차로이용 노면표시, 회전경로 노면표시와 추가적인 차로이용 유도표지 설치가 필요함 

q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로시설, 

법·제도, 고령자 이동 서비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보편적 관점의 도로시설 및 교통운영 개선 및 관련 지침 개발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평가와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필요

○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과 계층에 

맞는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고령자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필요함

○ 인적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와 

차량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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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필요성

q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전국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1)

-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도 

인구는 2035년까지 1,445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5.5%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20.33)%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2051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UN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  

<2017년> <2035년> <2047년>

<그림 1> 장래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자료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보도자료(2019.6.27.)

1)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보도자료(2019.6.27.)
2)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접속일: 2020.09.09.)
3) 통계청(KOSIS), 장래인구추계(접속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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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수 및 관련 교통사고 급증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118만 명 대비 282% 증가

- 경기도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9년 74만 명으로 2009년 23만 명 대비 312% 증가하였으며 고령 

운전자의 급격한 증가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 전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33,239건으로 2009년 11,998건 대비 277%로 급증

- 2014년 22,275건으로 2만 건을 넘어서고 2018년 30,012건으로 3만 건을 넘어서서 급격히 증가함

- 경기도는 2019년 6,445건으로 2009년 1,692건 대비 381%로 증가하여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지난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 운전자 수 증가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이는 도로교통시설에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대책 수립이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음

q 수도권 전 연령대에서 높은 승용차 의존도 

○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승용차 분담률은 37%4)로 나이가 많아져도 여전히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2018년 기준 수도권의 승용차 수단 분담율은 49%5) 정도로 매우 높으며 고령인구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음

○ 자가용의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래에도 면허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고령 운전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q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 필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와 동시에 고령운전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도로시설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전국 지자체 여건에 맞게 만 65세 이상 운전자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 

○ 고령운전자의 교육 및 제도 개선 이외에 고령운전자가 운전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로시설을 검토하고 개선의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도로 및 교통 분야에서도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시설에 있어서 일반인이 

아닌 고령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서 고령자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함 

4) KTDB 여객통행실태 INDEX BOOK(2016년 전국여객통행조사)
5) 2018년 기준 KTDB 수도권 기종점 통행량(도보/기타 수단을 제외한 주수단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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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운전자 현황과 전망

1.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q 출생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인구 증가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9년 5,184만 명으로 지난 1970년의 3,224만 명보다 1.6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매우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 인구증가율은 1970년의 2.21%에서 2009년~2019년간 연평균 0.37%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경기도는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으로 2009년~2019년간 연평균 1.41%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2035년 1,445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율 둔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사망률 감소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9년 526만 명에서 2019년 80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 10.6%에서 2019년 15.5%를 차지하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 경기도 고령인구는 2009년 96만 명에서 2019년 16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경기도 인구의 12.5%를 차지함

q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고령인구는 1,722만 명까지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연평균 3.9%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기도 고령인구는 2040년 440만 명까지 증가하여 경기도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연평균 5.0% 

비율로 증가하여 전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년도
전국 경기도

인구 고령인구 고령인구 비율 인구 고령인구 고령인구 비율
2009 49,773,145 5,267,708 10.6% 11,460,610 965,172 8.4%
2014 51,327,916 6,520,607 12.7% 12,357,830 1,254,445 10.2%
2019 51,849,861 8,026,915 15.5% 13,239,666 1,651,341 12.5%
2025 51,905,126 10,511,160 20.3% 13,958,914 2,378,917 17.0%
2030 51,926,953 12,979,573 25.0% 14,293,645 3,108,905 21.8%
2035 51,629,895 15,237,275 29.5% 14,445,090 3,791,735 26.2%
2040 50,855,376 17,223,537 33.9% 14,387,681 4,408,506 30.6%

연평균증가율 0.07% 3.90% 3.82% 0.74% 5.02% 4.25%

<표 1>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 현황 및 전망
단위: 인, %

 자료 :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2009년~2019년), 장래인구추계(2025년~2040년)(접속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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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경기도는 2030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계층에 들어섬에 따라 교통 부문에서도 조금 더 고령자를 배려하는 

정책개발과 시설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국 > < 경기도 >

<그림 2> 전국 및 경기도 고령인구 및 구성비 변화
단위: 천인, %

 자료 :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2009년~2019년), 장래인구추계(2025년~2040년) (접속일: 2020.09.09.)

2. 고령운전자 현황과 전망

q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급격한 증가

○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9년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333만 명으로 

2009년 대비 무려 28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의 증가 추세를 보임

- 경기도의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74만 명으로 2009년 대비 312% 증가하였고 

연평균 12% 증가하여 전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증가율 2.4%와 비교 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음 

○ 2019년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대비 487% 증가하여 65세 이상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경기도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 10년 대비 521% 증가로 전국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임

-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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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경기도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 65세 이상 7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75세 이상
2009 25,822,149 1,184,941 162,993 6,106,928 237,507 33,035
2015 30,293,621 2,294,058 483,922 7,536,388 598,831 130,551
2016 31,190,359 2,492,776 567,767 7,857,191 653,813 153,488
2017 31,665,393 2,797,409 672,933 8,059,737 743,238 182,337
2018 32,161,081 3,070,650 755,990 8,308,579 826,258 206,756
2019 32,649,584 3,337,165 794,285 8,539,108 740,552 172,217

연평균증가율 2.4% 10.9% 17.2% 3.4% 12.0% 18.0%

<표 2>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 현황
단위: 인, %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9),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운전면허소지자수(2015~2019) (접속일: 2020.09.09.)

< 전국 > < 경기도 >

<그림 3> 전체 면허소지자 중 고령자의 구성비 변화
단위: %

 자료 :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2009년~2019년), 장래인구추계(2025년~2040년) (접속일: 2020.09.09.)

q 고령화 및 노인 통행행태 변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꾸준한 증가 전망

○ 장래에도 고령사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며 

장래 고령 운전자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가용의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노인 세대에 들어서고 고령자의 활동력과 사고방식이 

과거와 크게 변화하여 향후,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고령자의 통행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교통DB(KTDB) 기준 고령자의 통행 원단위는 2000년 0.99통행/인에서 2010년 1.60통행/인으로 

증가하였고 고령자의 승용차 통행 원단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

6) 김주영 외(2016), ｢미래 교통수요의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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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현황

q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주기 5년 및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3년으로 단축 

○ 일반적인 운전면허의 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종과 2종 운전면허 

모두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의사가 발급한 건강검진 진단서로 신체적 운전 가능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이수제도를 시행

q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기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고령운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2년간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q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7)

-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 서울시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이 충전된 어르신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경기도는 시군단위로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이 동시에 가능

○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만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자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혜택 제공이 필요

7) 행정안전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paspr/221980646216 (접속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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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운전자 및 관련 교통사고 특성

1. 고령운전자 특성

q 고령운전자는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저하 됨

○ 나이가 듦에 따라 운전자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운전수행을 위한 

3가지 기능 측면에서 기능적 제약을 수반하게 됨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수행에 필요한 기능은 크게 ① 시각기능(감각능력), ② 인지기능(지각 및 

판단능력), ③ 운동기능(운동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령운전자들은 시각, 인지, 운동기능의 저하에 따라 지각, 인지·판단, 반응과정을 통한 

운전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됨

- 30세 이후 시각은 매년 0.5%씩 감퇴하며, 브레이크 반응시간은 25에서 65세까지 매년 15%씩 

증가하고 빛에 대한 눈부심 효과를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8)

<그림 4> 자동차·도로·운전자로 구성된 운전수행 환경에서의 운전자 기능

 자료 : 원제무 외(2006) ｢교통공학｣ 박영사

q 고령운전자 시각기능 특성 변화

○ 고령운전자는 시각기능 저하로 인해 표지판, 신호, 차량, 보행자 등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운전자는 운전을 위한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을 통해 획득하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시각적 

제약으로 원거리 및 빠른 이동 물체를 신속히 탐지하기 어려움

8) 원제무 외(2006), ｢교통공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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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움직이는 물체에 관한 판단이 정지된 물체에 관한 판단보다 더 필요하며, 이러한 동체 

시력은 정지 시력에 비해 연령증가의 영향이 더 큼 

○ 고령운전자의 시각 능력 저하는 순응 능력을 저하시키며 야간운전의 어려움 및 터널 진입 시 

순간적으로 시각장애를 일으킴

- 고령운전자는 야간운전 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사전에 빨리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9)

-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눈부심 회복 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야간운전을 할 때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이 시지각 수행을 저하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10)

q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특성 변화

○ 고령운전자는 인지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판단 착오로 인해 위험 행동이 증가함

- 고령운전자자는 연령증가 및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지각기능 및 신경 반응이 저하되어 정보의 

판단 및 처리가 늦어지고 부정확해질 수 있음

- 지각과정에서 둘 이상의 자극이 있을 때, 분리주의(divided attention)를 하게 되는데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감소하고 복잡한 환경일수록 능력이 떨어지게 됨

○ 고령운전자는 시각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도로표지나 신호등이 

멀리 있을 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교차로 및 연결로(IC)에서 많으며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보고됨11)

- 고령운전자는 비보호신호보다는 보호신호에서 회전 주행하기를 선호하는데 비보호신호일 경우 

차간간격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무리하게 좌우회전을 하게 됨12)

q 고령운전자의 운동기능 특성 변화

○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운동기능의 저하로 인해 원활하고 민첩한 

자동차의 핸들 및 페달 조작이 어려워지게 됨

- 신체적인 장애, 스트레스, 피로 등과 같은 신체적 불편감은 심리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며, 

9) 박창호 외(1993), ｢움직이는 물체의 탐지에 있어서 대비 감민도와 시력의 역할｣
10) Burg. A(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on test scores and driving record; general findings｣
11) Hakamies-Blomqvist, L., & Henriksson, P.(1999) ｢Cohort effects in older drivers' accident type distribution: 

are older drivers as old as they used to be?｣ 
12) Staplin, Loren et al.(1997) ｢Intersection Geometric Design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Older Drivers and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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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령자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며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신체기능 기능제약 운전제약

시각기능

∙정지 시력 및 동체 시력의 저하
∙명도에 대한 민감성 저하
∙섬광에 대한 저항력 감소
∙주변 시야의 제약
∙야간시력의 감소

∙노면표지, 도로표지, 교통신호의 인지
∙야간운전 환경 적응
∙터널과 같은 급격한 명암변화(암·명순응)

구간 통과

인지기능

∙선택적 주의 및 주의 분배력 저하
∙약물복용에 따른 영향
∙기억력 감퇴
∙반응시간의 증가

∙회전차로의 시작점 및 이동방향 찾기
∙자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지역

(비보호 교차로) 통과
∙많은 교통정보를 동시에 인지·판독 수행

운동기능

∙근력 감소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급격한 회전구간 통과
∙반응시간의 증가로 인한 주행 및 보행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신체적·심리적 피로 및 불편감

<표 3> 고령운전자 신체기능의 제약

 자료 : 연구자 작성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q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2016년부터 교통사고의 10%를 넘어서기 시작

○ 전국 교통사고는 연평균 –0.1% 정도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2009년 

11,998건에서 2019년 33,239건으로 연평균 10.7%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함

- 경기도는 전체 교통사고도 연평균 2.5% 증가하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2009년 1,692건에서 

2019년 6,445건으로 3.8배 증가하고 전국보다 높은 연평균 14.3% 수준으로 증가하여 옴

○ 전국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0.8%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10%를 넘어서기 시작함

-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0.7%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 10%를 넘어서기 시작함

○ 전체 교통사고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서 경기도가 자치하는 비율은 연평균 0.5%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는 전국 교통사고의 24%, 전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인구와 함께 고령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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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결과이고 

앞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년도
전국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구성비 전체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구성비

2009 231,990 11,998 4.9% 43,405 1,692 3.8%
2010 226,878 12,623 5.3% 43,963 1,736 3.8%
2011 221,711 13,596 5.8% 43,655 1,928 4.2%
2012 223,656 15,190 6.4% 44,763 2,299 4.9%
2013 215,354 17,590 7.6% 43,900 2,668 5.7%
2014 223,552 20,275 8.3% 48,112 3,315 6.4%
2015 232,035 23,063 9.0% 52,954 4,160 7.3%
2016 220,917 24,429 10.0% 51,013 4,285 7.7%
2017 216,335 26,713 11.0% 50,627 4,795 8.7%
2018 217,148 30,012 12.1% 53,448 5,730 9.7%
2019 229,600 33,239 12.6% 55,463 6,445 10.4%

연평균증가율 -0.1% 10.7% 0.8% 2.5% 14.3% 0.7%

<표 4>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현황
단위: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 전국 > < 경기도 >

<그림 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건수 변화
단위: 건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q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 지속적 증가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연평균 2.8%씩 증가해 왔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를 

차지함

-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감소하였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0년 대비 전국은 

131%, 경기도는 12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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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함

- 고령운전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2% 정도를 차지함에 비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3% 정도인 것을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부상자는 연평균 10.5%씩 증가해 왔고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4%를 차지함

- 전체 교통사고의 부상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는 지난 10년 대비 

전국은 271%, 경기도는 358% 증가함

-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는 전국보다 높은 연평균 13.6%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함

년도

전국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부상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 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부상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

사망자 구성비 부상자 구성비 사망자 구성비 부상자 구성비
2009 5,838 361,875 585 10% 17,814 5% 1,078 71,011 83 8% 2,711 4%
2010 5,505 352,458 547 10% 18,660 5% 1,002 70,818 65 6% 2,673 4%
2011 5,229 341,391 605 12% 19,814 6% 990 69,141 78 8% 2,908 4%
2012 5,392 344,565 718 13% 22,043 6% 1,039 71,026 88 8% 3,530 5%
2013 5,092 328,711 737 14% 25,734 8% 946 68,430 99 10% 4,037 6%
2014 4,762 337,497 763 16% 29,420 9% 910 73,844 103 11% 4,965 7%
2015 4,621 350,400 815 18% 33,787 10% 880 81,763 113 13% 6,282 8%
2016 4,292 331,720 759 18% 35,687 11% 780 78,504 98 13% 6,457 8%
2017 4,185 322,829 848 20% 38,627 12% 784 77,551 126 16% 7,161 9%
2018 3,781 323,037 843 22% 43,469 13% 678 81,174 112 17% 8,615 11%
2019 3,349 341,712 769 23% 48,223 14% 631 84,508 101 16% 9,694 11%

연평균증가율 -5.4% -0.6% 2.8% 1.3% 10.5% 0.9% -5.2% 1.8% 2.0% 0.8% 13.6% 0.8%

<표 5>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증가 현황
단위: 인,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 전국 > < 경기도 >

<그림 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변화
단위: 인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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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 건당 사망자 수는 0.015명이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0.023명으로 

사고 치사율이 높음

- 경기도는 전체 교통사고의 건당 사망자 수는 0.011명이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0.016명으로 높음

- 교통사고 건당 부상자 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보다 조금 적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

지역 사고유형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망률 부상률

전국
전체 교통사고 229,600 3,349 341,712 0.015 1.49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33,239 769 48,223 0.023 1.45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55,463 631 84,508 0.011 1.5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6,445 101 9,694 0.016 1.50

<표 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건당 사망률(인/건) 및 부상률(인/건) 
단위: 건, 인, 인/건

 자료 : 연구자 작성

q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차대사람 사고보다는 차대차 및 차량단독과 같은 차량 간 

사고의 비중이 높음

○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고유형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사람 대상의 사고보다는 차량 대상 또는 운행하는 차량의 단독 사고 비율이 높음

- 고령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상충이 발생하는 저속주행의 골목길보다는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주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차량간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구분

전국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차대사람 43,772 19% 535,870 22% 7,141 18% 107,741 20%
차대차 171,618 75% 1,807,186 73% 30,376 78% 401,323 76%

차량단독 13,326 6% 116,051 5% 1,536 4% 22,229 4%
철길건널목 12 0% 69 0% 0 0% 10 0%

합계 228,728 100% 2,459,176 100% 39,053 100% 531,303 100%

<표 7> 사고유형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2009년~2019년)
단위: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재구성)

q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위반보다는 차로위반,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법 위반 등 

도로통행 방법 위반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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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규위반 내용별 고령운전자 사고는 차로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 및 회전 위반, 회전차량의 통행방해 사고의 비율이 높음

- 안전운전과 관련된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 비율은 

전체사고 비율과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국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앞지르기 및 차로위반 4,744 2.1% 42,057 1.7% 828 2.1% 9,407 1.8%
중앙선 침범 14,136 6.2% 130,560 5.3% 2,333 6.0% 27,471 5.2%
신호위반 28,801 12.6% 281,406 11.4% 6,009 15.4% 71,256 13.4%

안전거리미확보 21,555 9.4% 238,401 9.7% 3,419 8.8% 46,848 8.8%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20,393 52.6% 1,372,363 55.8% 20,138 51.6% 298,635 56.2%

교차로통행 및 회전 위반 18,400 8.0% 181,453 7.4% 3,492 8.9% 39,644 7.5%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120 3.1% 79,708 3.2% 1,109 2.8% 14,822 2.8%
회전차량의 통행방해 8,041 3.5% 66,988 2.7% 778 2.0% 8,678 1.6%

기타 5,538 2.4% 66,240 2.7% 947 2.4% 14,542 2.7%
총계 228,728 100.0% 2,459,176 100.0% 39,053 100.0% 531,303 100.0%

<표 8> 법규위반 내용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2009년~2019년)
단위: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재구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 전체 교통사고 >

<그림 7> 법규위반 내용별 교통사고 구성 비율
단위: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DB (접속일: 2020.09.09.) (재구성)

○ 고령운전자는 기능제약으로 인해 노면표시 및 도로표지를 읽어가며 주행하기, 회전차로의 

시작점 찾기, 높은 주행집중도가 발생하는 교차로 통행에서 어려움을 갖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고령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운전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됨에 따라 

방어운전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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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

1. 도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요소 검토

q 도로 및 신호 설계기준의 인지반응시간 개선

○ 국내에서는 미국 AASHTO13)에서 정한 일반적인 운전자의 95 percentile 인지반응시간인 

2.5초를 도로설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호교차로 설계기준의 인지반응시간은 1.0초, 비신호 교차로는 2.0초로 제시되어옴14)

○ 2.5초의 설계기준은 고령사회의 고령운전자를 고려하지 못한 수치이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고령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

- 고령운전자는 2~3개의 연속적인 행동을 할 때 젊은 운전자에 비해 인지반응시간이 약 20% 정도 

느려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15)

- 2.5초는 51세까지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이상적 실험환경에서 70세의 85 percentile이 2.5초에 

근사한다고 보았을 때, 70세 이후에는 더 큰 값이 필요16)

○ 야간 및 악천후 시 고령운전자의 기능이 더 떨어짐을 고려하면 더욱 보수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 행동에 따른 인지반응시간 기준을 수립하여 도로시설 설계 시 적용해야 할 것임

q 도로시설의 명시성과 시인성 개선

○ 고령운전자는 일반적인 운전자에 비해 시야 폭이 좁고 물체 식별능력이 떨어져 물체의 인식 

정도가 정상인과 비교해서 떨어짐17)

- 야간시 고령운전자에게 필요한 차선의 명암대비는 젊은 운전자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나고 명도 

대비 역시 평균 2.1배 정도를 필요로 함

○ 고령운전자를 고려하여 도로교통시설의 명시성, 시인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고령운전자의 시야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크기, 모양, 밝기에 관한 연구 및 기준 설정이 

필요함

13)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14) 장명순 외(2011)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의 시대적 진화 연구｣
15) Staplin, L. et al.(1991) ｢A cognitive engineering approach to improving signalized left turn intersections. Human factors｣
16) 이대희 외(2019)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
17) Poynter, W. D.(1992) ｢Photometric Considerations in Design of Displays for the Older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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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운전자의 정보처리 시간 고려

○ 고령운전자는 도로의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해석하는 정보처리 시간이 일반인과 비교해 더 

소요되며 이로 인해 교차로 통과, 도로 합류, 차로변경 등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고령운전자들의 교차로 통과 시 수락 간격은 젊은 운전자에 비하여 20% 정도 길고, 합류를 위한 

수락 간격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0% 정도 길다고 함18)

-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를 식별하고 판독하는 거리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서 길며 특히 

야간 시에 더욱 차이가 남

○ 고령운전자를 기준으로 교차로 통과 및 도로 합류 수락 간격 및 도로시설의 식별·판독거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기준 수립이 필요함

- 교차로 통과 수락 간격 변화에 따른 신호시간 설정과 도로 합류를 위한 가·감속 차로 연장에 

대한 설계 개선이 필요

q 도로시설 설계기준 운전자의 재검토

○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라 도로설계기준 운전자의 일반적인 기준인 85 percentile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도로설계기준 운전자의 개념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생겨났고 국제표준규격으로 정해진 성인 

표준체형은 175.3cm의 키, 77.3kg 몸무게임19)

- 도로설계시 운전자 특성으로 운전자의 눈높이, 반응시간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설계운전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음 

- 국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85 percentile을 넘어 운전자의 95 percentile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20)

○ 설계기준 운전자 변경에 따라 인지반응시간, 판독거리, 시거, 보행속도, 임계수락간격 등 

관련 설계 요소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교차로 도로시설 개선

q 고령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시 문제점

○ 고령운전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교차로 

18) Van Wolffelaar et al.(1991) ｢Elderly drivers’traffic merging decisions｣
19) 김주영(2011) ｢심리생리적 운전부하를 고려한 도로설계운전자 특성기준 정립연구｣
20) Ralf Heger R.(1998) ｢Driving behavior and driver mental workload as citera of highway geometric design quality｣
    Torn Stout, P.E.(2009) ｢Class 5 Design Driver(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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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좌회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회전 차로의 시작점과 이동 방향을 찾는 것과 

교통신호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서 어려움이 더해 짐

○ 고령운전자는 교차로 구간을 주행할 대 다양한 문제점을 갖게 되고 이를 고려한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90〬 이하 비대칭 교차로에서 회전할 경우의 시야 확보 문제

- 좁은 회전반경에 따른 회전 문제 

- 우천, 야간 시 도류화 섬과 같은 돌출형 콘크리트 연석의 충돌 위험

- 도로변 장애물로 인한 표지의 시야 확보 문제

- 시인성이 미비한 노면 표시에 대한 인지 

- 인접 차로의 합류나 부가차로 끝단에서의 잠재적 상충 문제

q 교차로의 적정 교차각 및 차로 폭 유지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교차각은 90°가 가장 이상적이나 미연방도로청(FHWA)21)에서는 75°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 수준을 높이고 있음

- 부득이한 경우 60〬 이하가 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는 교차로의 교차 각도는 

90,〬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교차로의 교차 각도는 최소 75〬〬를 권고함

- 만약, 교차 각도가 75이〬하인 교차로는 적신호에서 우회전, RTOR (Right Turn On Red)을 금지하고 

있음

○ 회전 운행차로는 최소 3.6m의 차로 폭과 1.2m의 길어깨 폭을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 이상적 교차각 > < 최소 교차각 >

<그림 8>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교차로 교차각

 자료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2014) Handbook for Designing Roadways for the Aging Population

21)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2014) ｢Handbook for Designing Roadways for the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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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류화에 따른 차로 구분

○ 고령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기에 차량 진행 방향에 따른 차량 

이동의 확실한 분리를 위한 도류화가 필요

- 제한적인 이동성과 운행경로의 혼란은 교차로 주행 시 충돌과 잘못된 방향으로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음

- 교차로 도류화에 있어서 Raised Channelization, 좌/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RTOR 금지와 같은 

사항이 추천됨

○ 도류화 설계 시 노면 표시만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연석과 반사재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단순 노면 표시와 울타리형 연석(Barrier Curb)보다는 경사형 연석 (Mountable Curb)과 연석면에 

재귀 반사재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는 Raised Channelization이 효과적임

- Raised Channelization 수행 시 재귀 반사재는 하향식 조명시 휘도 3.0 이상을 사용하며 도로 

중앙선, 교통섬 커브 주변, 커브의 횡단면 등에 표시함

< 도류화를 위한 연석의 형태 > < 연석표면 재귀반사재 >

<그림 9> 경사형 연석과 재귀반사 연석

 자료 : Alberta Motor Association(2006) Alberta Traffic Safety Guide to Accommodate Aging Drivers

○ 좌회전 전용차로는 고령운전자가 좌회전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량과 

관계없이 가능한 설치하고 가능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대향차량의 시선을 막을 수 있어 이러한 시거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와 인접 차로 사이에 평행한 노면 표시(Positive offset)이 추천됨

- 비보호 좌회전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시간 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절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고려

○ 고령보행자와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와 적신호에서의 회전금지가 필요함

- 고령보행자는 횡단속도가 느리고 고령운전자는 주변인식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와 RTOR 금지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신호나 표지의 설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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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전용차로 및 Positive offset 설치 > < 우회전 전용차로 및 표지 설치 >

<그림 12> 죄회전 및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자료 : Pennsylvania DOT(2014) Traffic Engineering Manual

q 고령자 반응시간을 고려한 교차로 시거

○ 교차로에서는 고령자는 신호 및 다른 차량과의 상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시거 

확보가 필요함

- 교차로 시거 (Intersection Sight-Distance)란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제동장치를 조작할 때까지의 

주행거리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지하기까지 거리를 합한 것

- 교차로 시거 (ISD) = 

∙ 


∙ 




  여기서,   : 설계속도(km/h), : 감가속도(m/sec2) 보통 2.0m/sec2 적용,  : 반응시간(sec)

○ 신호교차로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회전에 대한 간격 수락을 고려하여 8.5초의 반응시간을 

적용한 교차로 시거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설계기준22)의 도시지역에서는 6초를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 FHWA23)에서는 고령운전자 반응시간으로 

8.5초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설계속도(km/h) 국내 기준(도시부) FHWA 권고 기준

20 45 55

30 65 88

40 90 125

50 120 166

60 150 211

70 180 260

80 220 312

<표 9> 신호교차로 시거 기준 비교

22) 국토교통부(202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3)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2014) ｢Handbook for Designing Roadways for the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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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신호교차로의 경우, 일반적인 반응시간 2초가 아닌 최소 2.5초의 반응시간을 적용한 교차로 

시거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설계기준에서는 비신호교차로 사전인지를 위한 반응시간으로 2초를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 FHWA에서는 

최소 2.5초를 권고하고 있음

설계속도(km/h) 20 30 40 50 60

국내 기준 20 35 55 80 105

FHWA 권고 기준 22 40 60 85 110

<표 10> 비신호교차로 시거 기준 비교

○ 고령운전자의 야간 주행 시 반응시간까지 고려하여 우리나라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교차로 

시거 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q 교차로 신호 사전 경고 및 방향 지시

○ 고령운전자가 신호를 인지하기 위한 시인성이 불충분하고 접근 속도가 높으며 복잡한 

형태의 교차로일 경우 사전 신호 경고표지가 필요함 

- 사전 신호 경고표지는 높은 반사체 제공을 위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여 고령운전자의 판독성과 현저성24)을 고려

○ 교차로 진입 전 도로변 지주 형태 표지나 노면 표시로 주행 방향의 배치와 제한에 대한 

알맞은 사전 지시를 제공해야 함

3. 보행자 시설 개선

q 고령자의 횡단보도 통과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 신호시간 산정

○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녹색시간을 산정하고 이와 연동하는 신호교차로의 

최소녹색시간이 산정되어야 함

- 도로용량편람25)에서는 보행자 평균속도로 1.2m/s를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 FHWA에서는 고령자의 

15분위 속도인 0.91m/s를 권고하고 있음

- 특히, 75세 이상의 보행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보행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길을 건널지를 

결정하는 시간도 고령자가 젊은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26)

24) 어떤 자극(대상이나 속성)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현저성을 높이는 속성으로 색, 방향, 운동 등이 있음
25) 국토교통부(2013) ｢도로용량편람｣
26) Oxley, Jennifer A. et al(2005) ｢Crossing roads safely: an experimental study of age differences in gap selection by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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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신호시간 (Gp) = ∼ 초  


  여기서, 4∼7초: 첫 보행자와 마지막 보행자의 출발시각 차이(보행통행량 고려), W: 횡단 폭, S: 보행속도(m/s)

출발시각 차이 보행속도(S) 횡단보도 폭(W) 보행신호시간(Gp)

4초 1.20m/s 10m 12.3초

4초 0.91m/s 10m 15.0초

<표 11> 보행속도 차이에 따른 보행신호시간 비교

○ 국내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다 고령자의 보행속도가 다소 낮고 

FHWA의 0.91m/s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27)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연구가 필요함

q 가능한 짧은 횡단로 및 보행자 주의표지 설치

○ 충분한 횡단시간 확보와 함께 넓은 횡단거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고려하여 가능한 짧은 

횡단로가 필요

- 부득이한 경우, 우회전 차로의 도류화를 통해 보행자 피난섬을 설치하여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의 교각을 줄임

○ 해외에서는 우회전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주의표지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보행자 피난섬의 설치 > <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주의표지 설치 >

<그림 15> 보행자 피난섬 및 보행자 주의표지

 자료 : Alberta Motor Association(2006) Alberta Traffic Safety Guide to Accommodate Aging Drivers (좌)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2014) Handbook for Designing Roadways for the Aging Population (우)

27) 황덕수 외(2008)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 신호시간 산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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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표지 개선

q 도로 표지판 규격 및 표시형식 개선

○ 고령운전자 시각 기능 측면에서 도로표지의 적정 글자 크기에 관한 연구 및 기준 개선이 필요

- 국내 도로표지의 글자 크기28)는 도로의 차로수, 설계속도, 도로등급, 도로표지 형태에 따라 한글의 글자 

규격(세로높이)을 250mm~350mm로 정하고 있고 로마자의 규격은 한글의 60%(150mm~210mm)로 정함

- 미국 FHWA는 글자 크기는 적어도 대문자의 경우 300mm, 소문자의 경우 225mm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국내 기준과 거의 유사

○ 한글은 자모의 조합이 한 글자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령운전자 측면에서 

영어보다는 더 큰 글자 기준이 필요하고 글자 크기, 판독거리, 반응시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q 도식화된 도로 안내표지 사용 제안

○ 도로표지 중 방향표지를 표시하는 형식에 있어서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식화된 도로 

안내표지 사용을 제안함

-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차로 수와 차로 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식화된 도로 안내표지 사용을 제안

<그림 16> 도표식의 도로안내표지 (Diagrammatic Guide Sign)

 자료 : Alberta Motor Association(2006) Alberta Traffic Safety Guide to Accommodate Aging Drivers

q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야간 조명기능 강화 및 적정 정보제공 기준 필요

○ 야간 조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휘도가 높은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28) 국토교통부(2018)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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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는 고령운전자의 시력이 극히 제한적이며 판독거리29)가 짧았는데 고령운전자는 도로표지의 

판독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며 시인성이 가장 뛰어난 표지는 주의표지로 나타남30)

○ 도로표지의 재료, 규격, 도안, 설치 위치, 간격 등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판단 시간에 

따라 검토 및 기준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의 표준시력과 동체시력이 일반운전자와 비교해 각각 20%, 30%가량 저하되어 

일반운전자의 판독거리가 50m일 때, 고령운전자의 판독거리는 60~65m로 볼 수 있음31) 

- 고령운저자는 도로표지의 지명개수에 따라 평균 판독소요 시간과 오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로 도로상의 주변 시설물 정비 및 불필요한 광고 제거 등을 수행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빨리 전달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함

<연령대별 평균 판독소요 시간> < 연령대별 오독률 변화>

<그림 17> 지명개수에 따른 연령별 판독소요 시간 및 오독률 변화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7) ｢도로안전 및 기능향상 설계기술 개발｣

5. 노면표시 개선

q 차로이용 노면표시 및 추가적인 유도표지 설치

○ 교차로 진입 이전에 차로이용 노면표시(Advance Lane-Use Arrow Pavement Marking)와 

차로이용 유도표지(Lane-Use Control Sign)의 설치가 필요함

- 교령운전자는 직진과 회전을 위한 운행경로 선택에 혼란을 겪고 이는 충돌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을 초래함

- 고령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한 경로를 안내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차로이용 노면표시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차로이용 유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추천됨

29) 도로표지의 내용 읽기를 완료한 지점부터 도로표지판까지의 거리
30) Dewar, Robert et. al(1994) ｢Age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of traffic sign symbols｣
31) 송순영 외(2006) ｢고령화사회 대비 상품선택정보 개선방안: 고령친화용품의 표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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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에게 있어서 차로 수 및 차로 이용의 일치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차로 수의 불일치 문제는 일반 운전자에게도 혼동을 일으키지만 고령운전자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능한 연속된 도로 구간에서는 차로 수 및 차로 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 도로가 협소하여 차로 이용의 일치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로 이용변화(ex. 직진차로→좌회전차로)를 

예측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q 회전경로 노면표시 설치

○ 고령운전자의 안전성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회전경로 노면 표시는 반드시 설치될 

필요가 있고 다음과 같은 설치요건이 제시되고 있음

- 회전경로 노면표시는 회전구간에 점선으로 표시하며 대향차로 구분을 위한 중앙선은 노란색으로 표시

- 교차로에서의 단일, 이중 좌회전 도로에 설치

- 교차로에서 특히 좌회전의 예각 회전구간에 설치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IC 연결 구간에 나란히 있는 입구와 출구 연결로에 설치

< 차로이용 노면표시와 유도표지 > < 교차로와 IC에서의 회전경로 노면표시 >

<그림 18> 차로이용 및 회전경로 노면표시  

 자료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Highways(2000) British Columbia Manual of Standard Traffic Signs and 
Pavement Markings (좌)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2001)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to Accommodate Older Drivers and Pedestrians (우) 

6. 도로와 차량의 첨단안전 기술 도입

q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고도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 지원 차량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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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기술과는 별개로 고령운전자들이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긴급자동제동(Autonomous Emergency Braking)과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차량 개발 및 보급

- 차량과 노변 센서 및 차량 위치 정보를 이용한 차량 역주행 방지 기술개발

- 외부 상황을 감지해 조도와 빛의 범위가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전조등 도입

- 미국은 차량별로 이런 기능을 평가해 고령자들이 타기 좋은 `실버차 등급'을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32)

○ 고령운잔자가 보다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ADAS33) 기능이 적용된 차량구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가 ADAS 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 감면을 검토

- 고령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인증 및 보급 시행

- 일본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제휴해 운전 지원시스템 탑재 차량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세이프티 서포트 카(Safety Support Car) 프로젝트를 실시

-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을 알기 쉽게 정리해 판매와 구입을 촉진하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 

도입한 제도였지만 안전한 차라는 보편적 의미로 인신

q 자율주행기술 고도화에 따른 첨단 도로 인프라 구축 

○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커짐

○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첨단기술은 도로시설물, 통신, 

교통정보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 도로시설물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시각 능력을 고려한 발광차선, 정지가 필요 없는 스마트 톨게이트, 

고령운전자를 감지한 스마트 신호등 등

- 보행자, 차량, 장애물의 유무, 결빙, 파손 등 도로 상태, 기후 등을 감지하여 차량과 노변 센서 간 

통신을 통한 안내 및 자율주행

- 교통신호, 정체, 사고, 공사, 기상 등 일반운전자 및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 모든 도로의 자율주행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등급과 자율주행화물차 전용도로, 자율주행/비자율주행의 분리운영 등 단계별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고령운전자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

32)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650379(접속일: 2020.10.19.)
33) 긴급 자동제동시스템(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주행 조향 보조시스템(Lane Keep Assist System), 첨단지능형 주행 

제어(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시스템(Active Blind Spot Detection)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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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q 고령운전자는 미래 교통환경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이며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중요한 과제임

○ 고령운전자가 장래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원이 되며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자동차 통행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무임승차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승용차 수단을 포기하지 않는 고령자가 많을 것임 

q 고령운전자 교통정책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

○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운전 및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음

○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고령자에게는 이동 자체가 삶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활동이며 스스로 운전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임

- UN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목표 아래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들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이동의 용이성이라 제안함34)

○ 교육 및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직접 운전하기를 원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을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q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은 유버셜 디자인 관점과도 뜻을 같이하며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를 고려한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34) 장혜란 외(2009) ｢고령운전자의 이동성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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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 디자인은 보편적 디지인을 의미하며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 개념임

- 유니버셜디자인은 198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목적으로 태동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을 고려하는 디자인 등 그 의미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짐

○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의 

정비는 다양한 계층이 동등하게 같은 방법으로 운전 및 통행을 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임

q 자가운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의 안전 측면에서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교통시설의 

개선사항을 검토함

○ 고령운전자의 기능제약에 따라 도로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계 요소를 검토함

- 도로시설 및 신호시간 설계에 있어서 고령운전자 운전 행동에 따른 인지·반응시간 기준

- 도로교통시설의 명시성,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고령운전자 시야각, 크기, 모양, 밝기에 관한 기준

- 고령운전자 정보처리 시간을 고려한 교차로 통과 및 도로 합류를 위한 수락 간격과 판독거리에 관한 기준 

○ 고령운전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판단되는 교차로 시설, 보행자 시설, 도로표지, 

노면표지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함

q 고령운전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차로 통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고려한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항을 검토함

○ 교차로의 교차각은 7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회전 운행차로는 최소 3.6m 차로 폭과 1.2m 

길어깨 폭을 유지하도록 함 

○ 가능한 좌회전과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연석과 반사재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 

도류화 설계가 필요함

○ 신호교차로는 고령운전자의 신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소 8.5초의 반응시간을 고려한 

교차로 시거 확보가 필요함

- 비신호교차로의 경우, 최소 2.5초의 반응시간을 적용한 교차로 시거 확보 필요

- 시거가 불충분하고 접근 속도가 높으며 복잡한 형태의 교차로일 경우 사전 신호 경고표지 설치 필요

q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보행신호시간 조정 및 도류화를 통한 짧은 횡단로 설치

○ 보행속도 기준을 1.2m/s에서 0.91m/s로 낮추고 고령자의 충분한 보행신호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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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횡단 거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하여 가능한 짧은 횡단로를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난섬을 설치

○ 보행 통행량이 많을 경우 RTOR을 금지하고 우회전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주의표지 설치를 권고함

q 고령자의 시각 능력을 고려한 도로표지 규격 및 표시형식 개선

○ 고령운전자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큰 글자 기준이 필요하며 적정 글자 크기, 표시형식, 

판독거리, 반응시간에 관한 연구 및 기준 개선이 필요

○ 도로표지의 방향을 표시하는 형식에 있어서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식화된 도로 안내표지 

사용을 제안함

○ 고령운전자의 동체시력과 판독거리 등을 고려하여 휘도가 높은 도로표지 설치와 별도의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함

q 차로이용과 회전경로 노면표시 설치

○ 고령운전자의 교차로내 운행경로 선택 혼란 방지를 위하여 차로이용 노면표시와 추가적인 

차로이용 유도표지 설치를 추천함

- 교차로와 연결된 연속된 도로 구간에서 차로 수 및 직진·회전 차로 이용 일치성도 중요

○ 교차로 내부 및 IC 연결 구간에 주행로를 안내를 위한 회전경로 노면표시 설치가 필요함

2. 정책제언

q 최소한 운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운전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 관점에서 더욱 다양한 

도로시설 및 교통운영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체적인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시스템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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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70세 면허 자동말소)와 뉴질랜드(75세 면허 자동말소)는 공공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나이 규제 없음)는 개인의 결정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35)

-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과 운전환경을 고려하여 개인 능력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등 절충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운전이 불가한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및 지역·계층에 

맞는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인센티브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고령자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산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

- 고령자 통행수요를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로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계층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새로운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모색

q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인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게는 새로운 교통시설 및 제도에 대한 정보, 고령운전자 자신에 대한 이해, 운전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경기도 및 시·군 등 지역공동체에서는 일반인이 고령운전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

q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및 연령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료발전,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평균 수명도 길어지는 만큼 65세 이상 연령 기준에 

따른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도 변경될 필요 있음

- 최근, 연령에 따라 65-74세 초기고령자, 75-84세 중기고령자, 85세이상 후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음

- 국민 건강 수준 발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기준에 대한 합리성 검토가 필요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세분화하여 계층에 따른 면허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

- 국내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은 65세 이상은 권고에서 75세 이상은 의무로 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에서도 계층별 정책을 수립 

q 인적 요소만이 아닌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운전 도모 필요

○ 인적 요소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도로와 차량의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함

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3 (접속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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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고령운전자를 보조할 수 있는 차량 및 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선 

고령운전자에게 운전 지원시스템 탑재 차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는 방안 모색

구분 개선 사항

국토부
(중앙정부)

도로설계
(Road Design)

도로시설 설계요소 및 설계기준 운전자 재검토

도로시설 명시성·시인성 기준 개선

교차로 설계 기준 개선

교차로 도류화 기준 개선

보행자 (Pedestrian) 보행자 피난섬 및 보행로 설치 기준 개선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
(Sign & Marking)

규격 및 표시형식 기준 개선

설치 위치 및 정보제공 기준 개선

교육 및 제도
(Education & Policy)

고령운전자 기준 및 면허관리 제도 보완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령운전자 첨단차량 보급 지원 정책 개발 

기술개발
(Technology)

고령운전자 운전 보조 기술개발 및 인증

자율주행기술 개발 및 첨단 도로 인프라 구축

경찰청

신호운영
(Signal Operation)

신호 설계 기준 개선

신호현시 및 신호시간 개선

보행자 신호시간 개선

위험도 높은 이동류 제한(RTOR, 비보호 회전)

안전표지
(Safety Sign)

안전표지 설치 기준 개선

교차로 사전 경고 및 주의표지 설치

경기도 및 
시·군

(지자체)

도로개선
(지방도 및 시군도)

(Road Improvement)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시설 설계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교차각 및 도류화 등 교차로 주행환경 개선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차로이용과 회전경로 노면표시 개선

도로시설 조명 개선

정부 및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기준 및 제도 개선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Promotion) 지역공동체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형성 

고령자 이동 지원 (Support)
운전면허 반납에 부합하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 개발

지역 맞춤형 이동 서비스 도입

<표 12> 고령운전자 정책을 위한 역할 배분

주 : 경기도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최소 기준을 확보하면서 고령자를 고려한 보다 상향된 기준의 적극적인 개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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