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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Affordance Based System for Enhancing rates of
Seatbelts Fastening

본 연구는 차량 탑승 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고 착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Smartphone seatbelt reminder 와 Buckle 에
부착하는 seatbelt reminder device 를 제안한다. Precede Proceed Model 을
이용하여 사용자 및 탑승자의 health condition 과 health behavior 그리고 지식
등을 조사하였다.

탑승자들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위험성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착용을 하지 않는다. 조사를 기반으로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이 출발할 때 사용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engagement 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Seatbelts Reminder Application
개발하였다. SBR Application 은 Notification, Vibration, Affordance 를 가진
벨트착용 이미지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주는 차량 사고 포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SBR Application 을 이용하여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과
행동습관을 변화를 관찰하였다. 지속적인 진동 Feedback 과 벨트이미지를 내리는
affordance 는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쳤고, 짧은 시간 동안 노출 시킨 poster
intervention 은 인식변화에 대해 보다 적게 영향을 미쳤다.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소리와 진동피드백을 주어 탑승자의 행동변화를 이끄는 SBR device 를
개발하여 관찰을 하였고, application 과의 차이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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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der 는 탑승 차량 종류에 의존하지 않고 간단한 피드백만으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과 행동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어 : Seat Belt, Seat Belt Reminder, SBR Smartphone Application, Health
Behavior, 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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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통수단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교통에 있어서도 건강행동이 필요해졌다 또한, 자동차 등록 수와
교통수단의 증가로 많은 국가에서 차량의 안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규제를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
안전벨트에 관한 인식과 착용률이 현저히 낮다. IRTAD(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에서

발표한

아르헨티나(52%),

캄보디아(17%) 등을 제외한

착용률은

이상이었지만,

80%

뒷좌석

2015

국가들의

안전벨트

년도

보고서에는

운전석의

착용률은

좌석벨트

일본(35%),

리투아니아(33%), 대한민국(22%) 등 40%를 못 미치는 착용률을 보였다[1].
한국

98%

19%
87%

독일
프랑스

84%

영국

97%

95%

89%

미국

97%

74%

일본

84%

61%
0%
20%
40%
60%
국가별 앞좌석 및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80%

100%
앞좌석

[표 1.1] 국가별 앞 좌석 및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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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20%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중상이나

사망의

치사율을

45%감소

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 되었다. 또한 2014 년도 도로교통공단 자료 중
교통사고 시 보호장구착용 여부에 따른 사상자 자료를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들의 부상자, 중상자, 경상자수가 미착용자에 비해 평균 5 배가량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안전벨트 착용이 사망을 예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4
연령

발생 년도

안전벨트

안전모

합계
합계

착용
391

사망자수

4,762

1,219

중상자수

93,047

38,177

미착용 착용불명
285

19,706 4,014

543

합계
960

14,457 17,483

합계
경상자수
부상자신고자수

223,375 142,819 76,269 14,075 52,475 20,053
21,075

9,835

4,597

1,282

3,956

4,753

[표 1.2] 교통사고 시 보호장구착용 여부에 따른 사상자[2]

또한, 안전벨트 착용은 2 차사고 예방을 할 수 있으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3-8].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인 해결책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이다. 그러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거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낮다. 또한, 2012 년 Malaysian
Institute of Road Safety Research 에서 1,651 명의 뒷좌석 탑승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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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자료를 보면, 더 어린 사람, 남자, 미혼, 그리고 덜 교육받은 뒷좌석
탑승객일수록, 낮은 수준의 입법시행 (legislation enforcement), 낮은 위험회피
(risk-aversion)를 보였다. 그리고 적은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낮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였다. 또한 운전석 안전벨트 착용행동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행동에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9].
기존 Seatbelt reminder(SBR)관련 연구들은 기계적 SBR 로 인한 sound 와 light
signal 이 있었고, 대부분 Front Seat 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다[10-11]. 본
연구는 Smartphone 을 이용하여 차종과 자리에 제한적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낮은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인식 증진과 습관화를 시키기 위해 뒷좌석 및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Application 을
이용하여 적절한 Intervention 과 Feedback 으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한다. 또한,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의 Usability Test 기반으로 SBR device 를 개발하고
SBR device 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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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ELATED WORK
Sweden 에서는 90 초간 visual signal 과 loud and audio signal 의 SBR 이
있는 차량에서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98.9%였지만, SBR 이 없으면 82.3%의
착용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10], Europ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me’s (Euro NCAP) protocol 인가 SBR 은 93%, without SBR 은 74%로
나타났다[11].
기계적으로 buckle 과 transmissions 이 연결 된 gearshift interlock
system 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81%에서 96%로 증가하였으며, unbuckled 일 때
속도를

20mile

per

hour

로

제한시켰을

때

56.2%에서

99.74%로

크게

증가했다[12].
2011-2012 년도 미국에서는 slogan competition and campaign promoting,
school-wide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documentary displayed on bulletin
boards 등의 content 가 포함된 high school service-learning intervention 을
통하여 안전벨트 착용률이 70.4%에서 83.2%로 증가하였다[13].
Belgian Road Safety Institute 는 “The safety belt, One second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slogan 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broken windshield as a
metaphor for the car user getting seriously injured image 를 이용하여 perceived
vulnerability 를 증가시켰다[14].
기존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의 기계적인 SBR 이나
강한 법적 제재, campaign 등이 intervention 이였고, 이 intervention 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인지를 변화시켜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비용 그리고 설치 및 설계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에서는 기계적 시스템을 적용시키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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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 이 없는 기존 승용차 그리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도 사람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고 습관화 시키기 위한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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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RECEDE-PROCEED MODEL
PRECEDE-PROCEED MODEL 은 Lawrence W. Green 이 제시한 건강행동의
중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수행, 평가하는 단계와 단계별 수행사항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기획 Model 이다. PRECEDE-PROCEED MODEL 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역학, 건강행동 그리고 환경 등의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5 단계의 PRECEDE MODEL 과 이를 기반으로 중재를 Design 하여 수행,
평가하는 4 단계의 PROCEED MODEL 이 포함 되어있다[15].

[그림 3.1] Precede-Proceed Mode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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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Social Assessment

2014 년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 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4,762 명으로 1978 년 5,114 명을 기록한지 38 년만에 4,000 명대로 감소하였고,
2015 년도에는 전년대비 141 명 감소한 4,621 명으로 조사되었다 [16]. 이는
획기적인 감소폭으로 보이지만, OCED 가입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3.2] 2014 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2 년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한국이 10.8 명으로 33 개 회원국 가운데 1 위였고, 영국 2.8 명의 3 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인구 10 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한국이 4.1 명으로
역시 1 위였고 영국 0.7 명의 6 배 가까이되는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1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한국이 2.4 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2 위였고, 영국
0.5 명의 5 배 가까이 되는 수치를 보였다 [1].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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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2014 년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1 인당 사고비용은 4 억 2,908 만원으로 집계되었다 [17].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행동은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4.1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은 앞선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반영하듯 안전벨트 착용률 또한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앞 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78%로 OECD 평균 90%보다는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18].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 년 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 4 천 800 여 대를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운전석은 93%, 조수석도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여전히 26%대로, 교통 선진국의 1/3 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19].
또한 2012 년 한국 갤럽 조사자료를 보면,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여부
항목에서 60 세 이상만 33%로 약간 높았지만 평균 21%의 착용률을 보였다[20].
즉,

특정

연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이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의 해외사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9,21].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1990 년대 후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 만명을 돌파하던 시기를 지나 1990 년 11 월, 일반시내 도로에서 앞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이후에 급속도로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지만 OECD 가입 국가 중엔
꾸준히 사망자수 1 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인 해결책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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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뒷좌석 탑승객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뒷좌석은 앞 좌석을 포함한 충돌가능 부위가 앞 좌석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도 방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뒷좌석에 탑승한 다른
탑승객과의 2 차 충돌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선진국과 비교하여 앞 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격차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아직까지도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착용률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더 나아가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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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Epidemiological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1. 대한민국
2008 년 경찰청에서 공고한 ‘좌석안전벨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과제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국 성인남녀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이유로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아서’ 가 46.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안전벨트를
매면 불편하므로’ (31.6%), ‘안전벨트가 주는 효과를 실감하지 못해서’ (12.1%),
‘안전벨트를 맬 정도로 위험 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8.7%), ‘기타’
(1.6%)였다[표 3.1]. 승용차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뒷좌석은 앞 좌석에 비하여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가
37.7%로

가장 높았고,

‘뒷좌석

안전벨트가

더 불편해서’

(32.2%),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1.1%), ‘다른 사람들도 잘
매지 않아서’

(5.9%), ‘기타’ (3.2%)였다. 기타 의견으로 안전벨트가 없거나

있는지 몰랐다는 의견, 아이들과 함께 탈 때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22].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응답

-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습관화 되지 않아서

46.0%

-

안전벨트를 매면 불편하므로

31.6%

-

안전벨트가 주는 효과를 실감하지 못해서

12.1%

-

안전벨트를 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8.7%

-

기타

1.6%
[표 3.1]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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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이유

응답

-

뒷좌석은 앞 좌석에 비하여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37.7%

-

뒷좌석 안전벨트가 더 불편해서

32.2%

-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21.1%

-

다른 사람들도 잘 매지 않아서

5.9%

-

기타

3.2%
[표 3.2]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이유

2. 말레이시아
2012 년 말레이시아 Universiti Pertahanan Nasional Malaysia, Universiti
Putra Malaysia, 그리고 Malaysian Institute of Road Safety Research 에서
1,651 명의 뒷좌석 탑승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를 보면, 더 어린 사람, 남자,
미혼, 그리고 덜 교육받은 뒷좌석 탑승객일수록, 낮은 수준의 입법시행 (legislation
enforcement), 낮은 위험회피 (risk-aversion)를 보였다. 그리고 적은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낮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였다. 또한 운전석 안전벨트
착용행동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행동에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운전석은 물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하는
탑승객들이 운전하지 않는 뒷좌석 탑승객보다 안전벨트를 더 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이 뒷좌석에서도 한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결론적으로는 안전벨트 착용행동에 있어서는, 운전자들이 뒷좌석 탑승객으로써
차량에 탑승할 때, 같은 안전벨트 행동방식을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12 년
논문에서

22.8%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을

정책적으로 의무사항임을 알지 못했다.

16

보였고,

응답자의

10.3%만이

위 연구결과의 이유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더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이 교통상황을 여자들 보다 덜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여자들보다 더
교통 폭력 (traffic violations)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더 큰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책임감을 미혼보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더 높다. 그리고 결혼 한 사람들은 높은 social integration 과
social control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교통 폭력 (traffic violations)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향성과 교통재해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이다. 또한 13-65 세의 사람들이 65 세이상 사람들보다 10.9%낮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이는 것도 어릴수록 안전벨트 미착용률이 높음을 설명할 수
있다[9].

3. Sub-Population Behavior
2013, 2014 년 교통문화지수 실태보고서 및 국제교통 안전자료분석 그룹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여부가 19%로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가 되었다[1,18]. 또한, 2012 년도 갤럽에서
조사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연령별로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착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50 대 미만이 더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intervention 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은 대학재학 이상의 수도권 중심 20-30 대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Health Condition 을 알아보기 위해, 흡연, 거주지역, 학력, 결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 운전면허증 및 자가용 소유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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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조사방법

-

수도권 거주, 평균 28.04 세 (n=80, SD= 2.79, min =24,
max =39) , Male = 46, Female = 34

-

온라인 설문 (구글 설문)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실태
파악 설문”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2012)

-

조사도구

좌석안전벨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경찰청,
성균관대, 2008)

-

Factors related to seatbelt-wearing among rear-seat
passengers in Malaysia (Choy Peng Ng et al. 2013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조사내용

-

일반 문항(연령, 학력, 거주 등),

-

자가용, 택시, 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미착용 관련 문항
및 지식
[표 3.3] Sub-Population behavior research method

설문문항은 착용지식, 자가용에서의 행동 습관 그리고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 탑승 시 안전벨트에 관한 습관에 대해 작성되었다[표 3.3]. 대학 졸업 및
재학 중 20-30 대의 수도권 거주자임에도 이들의 법과 안전 그리고 우리나라
안전벨트 착용실태에 대해서 상당수가 (문항별 19% - 89%)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설문 참가자들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80 명중 54 명이 24 회
이하 착용)은 앞 좌석(80 명 중 76 명이 75-100 회 착용)에 비해 매우 적게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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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위치

100 회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Mean

N

SD

Driver seat

92.46

58

23.49

Front seat

88.95

73

25.09

Rear seat

23.21

79

31.21

Front seat on Taxi

70.76

76

41.87

Rear seat on Taxi

13.96

77

27.56

Bus

45.28

78

40.36

[표 3.4] 좌석 및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벨트 착용률

문항
-

응답(잘못된 인식)

사고 발생 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동승객
부상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침

-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상관없이 사망률 및 부상정도가 비슷

36.3%

88.8%

-

승용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46.9%

-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36.3%

-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운전자 처벌

-

교통사고 발생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표 3.5] 안전벨트에 관한 잘못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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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90%

안전벨트
미착용 이유

-

뒷좌석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앞 좌석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앞 좌석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인식
불편한 착용감
번거로움
앞 좌석에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가 더 불편
주위의 시선
다른사람들도 착용하지 않아서

안전벨트
착용 이유

-

주위사람들의 착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습관

[표 3.6] 안전벨트 착용 및 미착용 이유

설문

참가자들은

뒷좌석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습관화가 되지 않아 착용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주위사람들이
착용을 하고 단속이라는 법적 규제로 인해 착용을 하였다

제 3 절 Educational and Ecological Assessment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에는 소인요인(Predisposing), 강화요인(Reinforcing),
가능요인(Enabling)으로 나누어 진다. 소인요인은 대상의 지식, 태도, 가치관, 인식
등 행위를 하기에 앞서 대상에게 motivation 을 주는 요인이다. 강화요인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 보상, 인센티브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가능요인은 행위가 일어날수 있도록 가능하게 도와주는 행동과
환경적 요인이다.
설문조사 결과 표와 같이 세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소인요인으로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인식, 강화요인으로 가벼운 법적 규제,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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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권유로

인한

착용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의

부재로

나타났으며,

가능요인으로는 불편함과 번거롭고 귀찮음 그리고 주위의 시선으로 인한 착용과
미착용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강화요인 그리고 가능요인들 중에서 안전벨트에 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습관, 불편함 그리고 가벼운 법적 규제가 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표 3.7].

소인요인

-

뒷좌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벨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착용 법을 잘 알지 못함
미착용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잘못된 습관, 귀찮음

강화요인

-

법적 규제(범칙금, 벌점)
지속적인 교육의 부재
주변인의 사고경험
주위의 권유
주위사람들의 착용 행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홍보
보험회사에서의 패널티

가능요인

-

불편한 착용감
가운데 좌석 혹은 3 명 이상 앉을 경우에 착용이 어려움
착용이 번거로움
주위 사람들의 미착용
주위의 시선 의식
짧은 이동 거리
활동의 제약
고장
[표 3.7] 소인요인, 강화요인, 가능요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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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mportant
More
Changeable
Less

Less Important

-

안전벨트에 관한 잘못된 인식

-

안전벨트와 안전에 관한 인식 부족

-

습관화되지 않음

-

앞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Changeable

착용감

-

번거로움

-

시선 의식

-

법적 규제

[표 3.8] 중요도와 변화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 중에서 변경 가능한 요인 및 중요도로 나누어보면[표 3.8] 안전벨트에
관한 인식과 습관화를 시키는 motivation 및 intervention 이 있다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행동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4 point Likert
scale 으로 조사한 자기효능감 문항에서 ‘안전을 위해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3.37), ‘뒷좌석 안전벨트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뒷좌석
안전벨트를 잘 맬 수 있다.’(2.97)로 교육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안전벨트 착용을
잘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 4 절 Administrative & Policy Assessment

행정

및

정책적

진단

단계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조직, 행정적 역량과 자원 그리고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국내에서는 1990 년 11 월 일반시내도로에서 ‘앞 좌석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이후

2011

년

4

월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조사단계에서 법률에 관한 인식의 부재를 볼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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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에 관한 인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스컴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교통 안전 홍보를 실시해왔으며,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경우 안전벨트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실외 및 실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2017 년 주요 추진과제
중 ‘사람우선의 교통안전 문화정착’ 분야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포함된
만큼 정책적으로도 전 좌석 안전벨트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적 방법을 통해 뒷좌석 안전벨트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안전벨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 및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익광고, 기획보도

TV 캠페인 홍보

-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공단
매스컴 및 인터넷 홍보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
-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 교통안전 홍보

교통안전교육센터
실외 및 실내체험 시설

안전벨트 착용 효과 체험

[표 3.9] 국내 기관에서의 안전벨트 관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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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PROCEED

PROCEED 에는 Implementation, Process Evaluation, Impact Evaluation,
Outcome Evaluation 단계가 있다. 안전벨트 착용률 증진 및 인식의 변화를 갖게
할 수 있는 Implementation method 로써는 미디어노출, 캠페인, 교육 그리고
정책적 변화가 있다.
미디어 노출은 스트리밍 서비스 내 공익광고를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TV,
YOUTUBE 등 15 초 정도의 광고시간을 활용하여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홍보한다. 또한, 드라마 및 예능 등 TV 프로그램에서의 캠페인으로 간접적 노출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V 프로그램에서 차량 내 장면이
연출될 경우 안전벨트에 커버를 부착하고 뒷좌석 안전벨트를 직접 착용 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 교육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과 같이 전
좌석 안전벨트 교육을 진행, 교육기관이 높아질수록 강도 높은 영상을 제공한다.
더불어 유아기 때부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한다. 2016 년 6 월
1 일부터 고속도로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 시행 중이나, 시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속 구간 확대 및 기간 설정을 통해 착용 인식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시 적발 시, 범칙금은
3 만원이며 벌점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호주 등에서는
$150- $300 이상의 높은 벌금과 벌점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높은
착용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범칙금을

인상

및

벌점을

부과가

착용률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착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단속 CCTV 를 통하여 과속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

CCTV 에 안전벨트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벨트 착용유무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강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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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량에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경고음 또는 경고등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석만 경고만 규제가 되어 있으며, 2012 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전 좌석 경고로 규제가 수정할 것을 권고 하였지만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강화 정책이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식의

법제화을 통하여 좌석안전벨트의 착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Process

Evaluation

단계에서는

미디어

및

캠페인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광고 및 TV 프로그램에서의 노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정책이 잘 시행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Impact Evaluation 단계에서는 기존 설문조사를 재 시행하여 인식 및 착용
습관의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또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집중단속기간을 재
시행하여 인식 및 착용 습관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Outcome Evaluation 에서는 Intervention 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치사율, 치상률을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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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eatbelt Reminder

본

논문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설문조사에서

습관화’를

목표로

도출해낸

‘안전벨트에

Smartphone

관한

인식변화’와

SBR(Seatbelt

Reminder)

application 과 SBR device 를 개발하였다.

제 1 절 Smartphone SBR application

기존 SBR system 은 차량을 탑승하자마자 착용하라는 신호가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Bluetooth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과 스마트폰 1:1
통신으로 1 인에게만 중재가 주어진다. 또한, 통신을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대중교통에서는 이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및 탑승하는 자리에 무관하고, 통신 연결과정 없이
차량에 탑승하고 안전벨트 착용유도를 하는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을
개발하였다.

1. Implementation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은 android 기반의 service application 으로
background 에서 실행이 된다. Smartphone GPS 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고 일정 속도(15km/h) 이상이 되면, notification 과 함께 지속적인 진동이
온다.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는 10km/h 이하 이지만, GPS 는 느린 속도에서
부정확하여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15km/h 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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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의 Interven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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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의 syste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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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Notification

지속적인 진동을 중지하려면 notification 창[그림 4.3]을 touch 하고 7 초동안
[그림 4.4]와 같이 splash 화면에서 영어로 “The safety belt, One second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slogan[14]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것을

연상시킨

image

로

intervention 한다.

[그림 4.4] 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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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poster

를

이용하여

[그림 4.5]와 같이 affordance 를 가진 seatbelt Image 화면이 splash 이후
보여지게 되는데 손가락 모양(animation effect, 위에서 아래로)을 따라 아래로
드래그하면 안전벨트 착용하는 모션처럼 affordance 를 가진 벨트 clip(image)이
내려오고(animation effect) [그림 4.5]의 오른쪽 image 와 같이 벨트이미지를
착용시켜야 지속적인 진동이 중단된다. 이를 통해 안전벨트 착용 유도를 한다. 또한,
3 분동안 속도가 기준 이하면 reset 이 되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 탑승
시(환승 포함) notification 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5] Affordance 를 가진 Belt Image

2. Method
개발한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수도권 거주 30 세이하 10 명, 40 세 이상 3 명(mean = 31, min 24 to max 58)
총 13 명(male = 7, female = 6)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실험참가자가
일반도로 주행환경에서 10 분간 뒷좌석에 탑승했다. SBR application 의 기능은

30

설명하지 않은 (Blind Test)상태에서 SBR application 의 notification 및 지속적인
진동과 splash, image drag 로 인한 행동변화를 video 녹화로 관찰 했다. 그리고,
차량에서 하차 후 연구실 환경에서 평상시 안전벨트 착용습관과 인식 그리고
application 경험에 관한 설문지(5 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3. Usability Test

실험참가자들 13 명중 9 명이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의 진동
피드백으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고, 이 중 1 명은 인터뷰 결과 해당
실험참가자가 지나치게 실험을 의식하는 호손 효과의 발생으로 본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과를 제외시켰다.
실험참가자들은

평상시

운전석

포함

앞

좌석(mean

=

4.4)으로

잘

착용한다고 응답했지만, 뒷좌석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았다(mean =
2.3, 10 participants checked lower than 3). 대중교통에서 또한 2.1 점으로 매우
낮은 착용습관이 있었다. 그렇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나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mean = 4.6), “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사망률이 줄어 들
것이다.”(mean = 4.5), “안전벨트의 착용이 자녀(어린 동승객)의 안전의식에
도움이 될 것 이다.”(mean = 4.5)으로 안전벨트에 관한 안전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에 관한 사용자 경험으로는 “진동피드백이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쳤다.”(30 세 이하 mean = 4, 전체 mean = 3.5), “application 의
notification 이 쉽게 인지되었다”(30 세 이하 mean = 4, 전체 mean = 3.5)의
응답으로 진동피드백이 안전벨트착용에 대한 영향이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드래그하는 동작이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쳤다.” 2.5 점으로 affordanc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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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이미지는

진동보다

적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application

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벨트 착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3.5 점으로
나타났다.

smartphone

사용과

기술

습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30

세

이하

사용자에게는 진동피드백과 affordance 로 인한 영향이 있었지만, 40 세 이상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성분석을 위한 인터뷰는 Notification, Belt
image(affordance) and Splash information 에 관한 질문으로 진행했다.
(a)Notification 전

(b)Notification 확인

(c)SBR application step 수행 및 안전벨트 착용

[그림 4.6]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동변화

가. Notification
지속적인 진동 피드백과 notification(Fasten your seat belt)이 사용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했었고,

시각적인

피드백(팝업)

보다는

진동

피드백이

강했다고 답했다. 또한, notification 으로 인한 안전벨트를 당장 착용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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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der 로써의 역할은 했으나, 실험참가자 중 일부는 notification 을 보고 바로
착용하였으나, 착용 후에도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40 세이상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notification 의 의미와 진동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

나. Splash
Splash Image 는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되어 안전벨트 착용에 동기를
부여했고

대부분의

실험참가자의

인식을

바꾸는데

적절했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상기 시켰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7 초동안의 Splash 화면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을
바꾸는데 짧아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Splash image 가 좀 더
자극적이고 강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다. Belt Image
Affordance 를 가진 belt image 를 내려 채워지는 동작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꼈으며, “interactive 한 느낌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린이나
어른이 재미를

느껴 착용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벨트

착용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느낌이 아닌 반응을 주는 형태로 불쾌감 없이 착용을 유도할
수 있겠다.”, “액션을 하면서 안전벨트가 채워지는 화면을 보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등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한편 “굳이 벨트이미지를 내려야
하는가?”와 같은 interactive 한 행동에 반감이 있는 실험참가자도 있었다. 또한,
“이후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기용으론 좋지만 편의용으론 좋지 않다.”,
“진동피드백이 벨트 이미지를 내릴 때까지 주어져 과하게 느껴졌다.” “자녀의
도움으로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등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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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BR Device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은 총 4 가지 step 으로 사용자가 차량에 탑승
했을 때 알림이 울리고 알림을 끄기 위해 notification 을 확인하고, splash 화면
그리고 belt image 를 드래그하여 행동유도를 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직접적으로 application 에서 작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SBR Device 는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의
Usability Test

결과

기반으로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바이스가

직접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인지하여 alarm 을 멈출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1. Implementation
SBR Device 는 안전벨트 Buckle 에 부착하는 형태[그림 4.7]로, Arduino pro
mini(ATmega328, 5v, 16MHz), 두 개의 압력센서(FSR-406), Buzzer, digital
magnetic sensor 그리고 coin battery cell 로 구성[그림 4.8]되어있다. 압력센서는
탑승자가 자리에

착석을

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고, digital

sensor 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4.7] SB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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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그림 4.8] SBR device 구성

탑승자가 자리에 착석하면 압력센서가 이를 detect 하고, 20 초동안 delay 를
주어 20 초 이후 Digital magnetic sensor 로부터 안전벨트가 착용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착용이 되지 않았으면 Buzzer 가 경고음을 주어 탑승자에서 착용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Digital magnetic sensor 를 이용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하였는지 알기 위해 안전벨트 clip 에 자성을 띄는 물질을 부착하였고, 안전벨트
buckle 부분에 digital magnetic sensor 가 포함된 SBR device 를 부착하였다.
Digital magnetic sensor 는 약 2-3cm 내의 자성 물질을 sensing 하여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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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 이 buckle 에 채워졌을 때 인식 할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이 되면 Buzzer
경고음이

꺼지고,

탑승자가

착석해있으나

안전벨트를

해제한

경우와

완전

이탈하였을 경우를 판별하여 Buzzer 경고음이 울리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그림 4.9] SBR device syste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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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을 경험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한 SBR
Device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30 세 이하 10 명, 40 세 이상
3 명으로 총 13 명(male = 6, female = 7, mean = 32.5, min 24 to max 58)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은

실험참가자가

일반도로

주행환경에서

10

분간

뒷좌석에 탑승했다. SBR Device 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은 (Blind Test)상태에서
SBR device 의 Buzzer alarm 으로 인한 행동변화를 video 녹화로 관찰 했다. 이후,
차량에서 하차 후 연구실 환경에서 평상시 안전벨트 착용습관과 인식 그리고
Smartphone SBR application 과의 차이 및 경험에 관한 설문지(5 point 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3. Usability Test
실험참가자 13 명 중 8 명이 안전벨트 Buckle 부근에서 Buzzer alarm 의
의미를 파악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 나머지 5 명의 실험참가자들은 실험
중반에 Buzzer 의 의미를 설명해 준 후 안전벨트 착용을 하였다. 이들은 실험 종료
후 인터뷰에서 buzzer alarm 의 의미를 알았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것이라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Paired Samples Correlations
N

Correlation

Sig.

Pair 1

Rear-seat & Front-seat

13

.

.

Pair 2

Public transport & Front-seat

13

.

.

Pair 3

Rear-seat & Public transport
13
.303
[표 4.1] 좌석 및 대중교통간 correlation

.314

실험참가자들이 응답한 항목 중에서 ‘뒷좌석 - 앞 좌석 안전벨트 착용
정도(Pair 1)’, ‘대중교통 – 앞 좌석 안전벨트 착용 정도(Pair 2)’ 그리고 ‘뒷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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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안전벨트 착용 정도(Pair 3)’[표 4.1]를 살펴보면 Pair3 은 양적
상관관계(.303)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차이(p-value = 0.034, Pair 1,2 =
0.0001)가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 탑승 시(mean = 2.1)보다 승용차 뒷좌석 탑승
시(mean = 3)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을 더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참가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은 mean = 3.7
to 4.9 point 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습관화 되지 않았거나 불편함
등으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Smartphone SBR application 과 SBR
Device 의 피드백이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30 세이하 각 4 점,
3.7 점으로 application 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40 세이상
포함 3.5 점, 3.6 점으로 차이가 줄고 device 의 피드백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pplication 과 device 의 feedback 의 차이도 30 세이하 4 점과 3.4 점,
40 세이상 포함 3.5, 3.3 점으로 application 의 notification feedback 이 더 인지하기
쉬웠다고 해석된다. ‘SBR device 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벨트 착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와 ‘SBR device 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습관화 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각 4.4 점과 4.2 점으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SBR Device Buzzer alarm 전

SBR Device Buzzer alarm 후

[그림 4.10] SBR device 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동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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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을 이용하여 SBR device 에 대한
Attitude, ease of use, useful 그리고 Smartphone SBR application 과의
difference

에

대해

정성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실험참가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및 부상 정도를
낮춰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은 social norm 이기에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SBR device 의 buzzer alarm 이 다른
탑승자의 시선을 끌어 착용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운전자나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SBR device 가 social norm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
실험참가자들은 SBR device 의 buzzer alarm 이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feedback 을
주어 안전벨트 착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그러나, Smartphone SBR
application 에 비해 사용하는데 쉬웠지만 buzzer alarm 의 의미를 모르는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면 소리를 인지하기 힘들 것 같아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feedback 을 소리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실험참가자가 있는 반면,
social norm 을 고려하여 좌석 앞 light 나 착용유도 문구 화면 그리고 좌석에서
진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SBR Device 는 기기에 대한 교육은 받으면 Smartphone SBR application 보다
안전벨트 착용 상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social norm 으로 인해
대중교통에서는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을 선호 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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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Result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은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중재 및
유도한다. 간단한 application 피드백만으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와 User study 를 통해 대부분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기존에 실험참가자들이 실제로 뒷좌석 및
대중교통에서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 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앞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의
정도 차이이다. 그러나, 뒷좌석 또한 사고발생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전에 앞
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또한 낮았으며, social norm 과 법의 작용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습관화 되었다. 따라서, 뒷좌석 및 대중교통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intervention 방안으로 Smart phone SBR
application 과 SBR device 를 개발하였다. 먼저 application 의 진동 피드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smart phone 의 notification 을 보고 안전벨트 착용을 상기시켰다.
또한, interactive 한 belt clip image 를 drop down 하는 방식이 행동을 유도했다.
Smart phone SBR application 을 통해 Reminder 로써의 필요성은 있지만,
4steps(지속적 진동 알림 -> notification view -> splash image -> affordance 를
가진 belt image drop down)의 과정이 사용성에 있어 단계가 많아 불편감을
주었다.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은 향후, 짧은 진동 피드백을 주고 담배갑
경고

사진(폐암,

구강암

사진

등)과

같은

강렬한

image(사고

사진)를

splash 화면으로 주어지면 인식의 변화가 조금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SBR
device 는 Smartphone SBR application 의 복잡한 사용성을 줄여 개발하였다. SBR
device 의 buzzer alarm 은 alarm 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탑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유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pplication 은 상대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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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이 빠른 30 세 이하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기술 습득에
시간이

필요한

고연령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Smartphone

SBR

application 는 smartphone 사용이 익숙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상기용으로, SBR device 는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evice 의 alarm 을 display 를 이용한
시각적 feedback 과 촉각적 feedback 으로 바꾼다면 대중교통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유도 및 습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참고 문헌
[1] OECD/ITF (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irtad-2015-en
[2] 도로교통공단(2014), 2013 년도 교통사고 통계
[3] Shimamura, M., Yamazaki, M., & Fujita, G. (2005). Method to evaluate the
effect of safety belt use by rear seat passengers on the injury severity of front
seat occupant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7(1), 5-17.
[4] King, A. I., & Yang, K. H. (1995). Research in biomechanics of occupant
protection. Journal of Trauma and Acute Care Surgery, 38(4), 570-576.
[5] Brown, C. K., & Cline, D. M. (2001). Factors affecting injury severity to
rear-seated occupants in rural motor vehicle crashes. The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19(2), 93-98.
[6] Ichikawa, M., Nakahara, S., & Wakai, S. (2002). Mortality of front-seat
occupants attributable to unbelted rear-seat passengers in car crashes. The
Lancet, 359(9300), 43-44.
[7] Broughton, J. (2004). The actual threat posed by unrestrained rear seat car
passenge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6(4), 627-629.
[8] Zhu, M., Cummings, P., Chu, H., & Cook, L. J. (2007). Association of rear
seat safety belt use with death in a traffic crash: a matched cohort study. Injury
Prevention, 13(3), 183-185.

42

[9] Ng, C. P., Law, T. H., Wong, S. V., & Kulanthayan, S. (2013). Factors related
to seatbelt-wearing among rear-seat passengers in Malaysia.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50, 351-360.
[10]

Krafft, M., Kullgren, A., Lie, A., & Tingvall, C. (2006). The use of seat

belts in cars with smart seat belt reminders—results of an observational study.
Traffic Injury Prevention, 7(2), 125-129.
[11]

Lie, A. (2012). Nonconformities in Real-World Fatal Crashes?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nd Seat Belt Reminders. Traffic injury prevention,
13(3), 308-314.
[12]

Van Houten, R., Reagan, I. J., & Hilton, B. W. (2014). Increasing seat

belt use: Two field experiments to test engineering-based behavioral
intervention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23, 133-146.
[13]

Goldzweig, I. A., Levine, R. S., Schlundt, D., Bradley, R., Jones, G. D.,

Zoorob, R. J., & Ekundayo, O. J. (2013). Improving seat belt use among teen
drivers: Findings from a service-learning approach.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59, 71-75.
[14]

Brijs, K., Daniels, S., Brijs, T., & Wets, G. (2011). An experimental

approach towards the evaluation of a seat belt campaign with an inside view on
the psychology behind seat belt us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14(6), 600-613.
[15]

Green, L. W., & Kreuter, M. W. (2005). Health program planning: An

educational and ecological approach. McGraw-Hill Companies.

43

[16]

국토교통부 (2015). 2014 년 교통사고 통계

[17]

도로교통공단 (2015). 2014 년도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18]

교통안전공단 (2014). 2013 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19]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 고속도로 좌석 안전벨트 착용 실태조사

[20]

한국갤럽 (2012).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21]

Trowbridge, M. J., & Kent, R. (2009). Rear-seat motor vehicle travel in

the US: Using national data to define a population at risk.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7(4), 321-323.
[22]

김광식, 경찰청,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좌석안전벨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연구

44

부

록

<부록 1 > 설문조사표 1
나이(예 30세)
성별
거주 지역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학력

고졸 이하

대졸이상

기타

흡연 여부
네
아니오
결혼 여부
미혼
기혼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몇
0명
1명
2명
3명
기타
명입니까?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네
아니오
계십니까?
현재 *자가용을 소유하고
네
아니오
계십니까?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항상
거의 항상
때때로
거의 안 함
항상 안 함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십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빈도가
매일
3-4회(1주) 1-2회(1주) 1-2번(1달)
기타
얼마나 되십니까?
차량을 주로 어느 시간대에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이용하십니까? (자가용 소유자
(06:00-11:59) (12:00-17:59) (18:00-23:59) (00:00-05:59)
응답, 중복선택 가능)
차량 1회 탑승 평균
이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30분 단위, 예 1시간30분 > 90)
차량 1회 탑승 시 평균
이동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km단위로 숫자만 입력)
*자가용 운전석에 100번
앉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중
몇 번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편이십니까? 혹은
예상하십니까? (숫자만 입력)
*자가용 조수석에 100번
앉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중
몇 번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편이십니까? 혹은
예상하십니까? (숫자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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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뒷좌석에 100번
앉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중
몇 번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편이십니까? 혹은
예상하십니까? (숫자만 입력)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앞 좌석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법을 알지 못해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다른 사람들도 잘 매지 않아서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앞 좌석에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가 더 불편해서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임산부, 장애, 부상 등)
심리적 이유 때문에
관련 없음(항상 착용한다)
기타
뒷좌석 안전벨트를 했을 때,
주위의 시선(유난스러워 보인다)
느끼는 불편한 점은
불편한 착용감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착용시 번거로움
안전을 위해
주위의 권유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면, 벌금단속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위사람들이 착용하니까
(중복선택가능)
습관적으로
착용하지 않는다
기타
벌금단속을 피할 수 있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면서
주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느끼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사고발생시, 안전을 보장 할 것 같다
(중복선택가능)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주로
어떠한 종류의 대중교통을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기타
이용하십니까?
위 질문에 해당하는
1주일에
1주일에
1주일에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는
매일
한 달에 1번
5~6번
3~4번
1~2번
얼마나 되십니까?
택시 앞 좌석에 100번
앉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중
몇 번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편이십니까? 혹은
예상하십니까? (숫자만 입력)
택시 뒷좌석에 100번
앉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중
몇 번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편이십니까? 혹은
예상하십니까? (숫자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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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앞 좌석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법을 알지 못해서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다른 사람들도 잘 매지 않아서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앞 좌석에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가 더 불편해서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임산부, 장애, 부상 등)
심리적 이유 때문에
관련 없음(항상 착용한다)
기타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했을 주위의 시선(유난스러워 보인다)
때, 느끼는 불편한 점은
불편한 착용감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착용시 번거로움
안전을 위해
주위의 권유로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벌금단속
착용한다면, 그 이유는
주위사람들이 착용하니까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습관적으로
착용하지 않는다
기타
벌금단속을 피할 수 있다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주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면서 느끼는 이점은
사고발생시, 안전을 보장 할 것 같다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기타
광역버스에 100번 승차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중 몇 번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편이십니까? 혹은
예상하십니까? (숫자만 입력)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버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안전벨트 착용법을 알지 못해서
광역버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다른 사람들도 잘 매지 않아서
않는다면, 그 이유는
불편해서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임산부, 장애, 부상 등)
심리적 이유 때문에
관련 없음(항상 착용한다)
기타
광역버스 안전벨트를 했을 때, 주위의 시선(유난스러워 보인다)
느끼는 불편한 점은
불편한 착용감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착용시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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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주위의 권유로
안전을 위해
주위사람들이 착용하니까
습관적으로
착용하지 않는다
기타
주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사고발생시, 안전을 보장할 것 같다
기타

광역버스 안전벨트를 하면서
느끼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뒷좌석에도 안전벨트가 있다는
네
아니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뒷좌석 안전벨트가 의무라는
네
아니오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매우 잘 알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부상 및 사망
알고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
모른다
알고 계십니까?
사고 발생 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가 동승객 부상 및
네
아니오
사망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택시, 버스) 이용시
좌석벨트 미착용을 하면
네
아니오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10%미만 10-30% 30~50%
50~70% 70~90% 90% 이상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유무에 상관없이
네
아니오
사망률/부상 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사고 발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네
아니오
경우 10% 과실이 주어짐을
알고 계십니까?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어떻다고
비교적 높다
비슷하다
비교적 낮다
생각하십니까?
안전을 위해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것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뒷좌석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안전벨트를 잘 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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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설문조사표 2
성별
나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복수 응답 가능)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_____%이다.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앞
좌석(운전석
및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조수석)

탑승

시

대중교통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나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다.
안전벨트 착용이 자녀의 안전의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벨트 착용률은 선진국일 수록 높다.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율은
선진국과
비슷하다.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안전벨트 착용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교통 사고 발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미한 사고가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은 사회적 규범이다.
진동피드백에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쳤다.
드래그를 하는 동작이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쳤다.
어플리케이션의 알림이 쉽게 인지되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벨트 착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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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버스

자가용

자전거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록 3 > 설문조사표 3
성별
나이(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복수 응답 가능)
전철 버스 자가용 자전거
평소 차량 뒷좌석 및 대중교통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100회 중 __회이다.
매우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앞좌석(운전석 및 조수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대중교통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나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안전벨트 착용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교통 사고 발생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미한 사고가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은 사회적 규범이다.
디바이스의 피드백이 안전벨트 착용에 영향을 미쳤다.
디바이스의 피드백을 신뢰하였다.
디바이스의 알림이 쉽게 인지되었다.
디바이스의 피드백이 적절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보다
디바이스의
피드백이
더
자극적이었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디바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디바이스의 피드백이 탑승 중 방해가 되었다.
이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벨트 착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습관화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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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fordance Based System for Enhancing rates of
Seatbelts Fastening
Lee KwangJae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 a Smartphone SBR application and SBR device which
connects with seatbelt buckle for enhancing to fasten rearseat seatbelts when
passenger rides on transportation. Before developed the Smartphone SBR
application and SBR device, researched about user’s and passenger’s health
condition, health behavior and their knowledge using Precede Proceed Model.
Most of people don’t wear seatbelt even though they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eatbelt wearing. The SBR application has Notification, Vibration,
image with seatbelt affordance and car accident poster to change their
awareness. This study observed occupants’ awareness of fasten seatbelt and
their behavior changing. Both vibration feedback and a belt image with
affordance affected seatbelt wearing positively. Also short time exposure of
poster intervention affected user positively than vibration feedback and a belt
image. SBR device is developed Based on Smartphone SBR application’s user
experience which has notification as sound feedback. After usability test of SBR
device, interviewed about difference between the application and devic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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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BR system’s simple feedback will be affects positively to occupant’s
awareness and behavior about seatbelt and safety without limitation of vehicle
type.

Keywords: Seat Belt, Seat Belt Reminder, SBR Smartphone Application, Health
Behavior, 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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