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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y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in elderly 

drivers’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on a total of 387 drivers over sixty-five 

who participated in traffic safety edu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onship marketing,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were all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 addition, the result of sobel tes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marketing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was partially mediated by 

education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persistence in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elderly driver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elderly drivers cognitive and 

psychomotor ability and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s. Second, Education program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such as mobile text message and 

mailing service. Finall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instructors to build their competencies of professional teaching and relationship marketing.

Keywords: educational satisfaction, elderly driver,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participation 
persistence, relationship marketing, traffic safety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육에 대한 관계마케팅, 교육만족도, 참여지속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들 관계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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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387명

을 대상으로 관계마케팅, 교육만족도, 참여지속성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서 결측치 등

을 제외한 32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였

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마케팅과 참여지속성, 관

계마케팅과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와 참여지속성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 관계마

케팅과 참여지속성 간의 관계는 교육만족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 안내 및 홍보, 교수자의 교수역량 및 관계마케팅 역량 증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교육만족도, 고령운전자, 도로교통공단, 참여지속성, 관계마케팅, 교통안전교육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분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Korea Road Traffic Authority(2017)에 따르면, 2016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429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

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65세에서 74세까

지의 운전자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13개 시도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육은 인지기능검사, 교통

안전교육, 시청각교육 등 3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3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

통안전교육 내용에는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관련 법령 이해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교육이수율은 매우 낮

은 실정이다. 2017년 기준 2,797,409명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22,191명으로 0.79%에 불과하다(Korea Road Traffic Authority, 2018).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계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관

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은 고객인 학습자와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여기에는 교육생과의 의사소통, 지속적인 정보교환, 요구사항 인지, 친절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Shin et al., 2010).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계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교

육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관계마케팅, 교통안전교육 만족도, 참여지속

성 간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만족도가 관계마케팅과 참

여지속성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한 교육생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운전

자의 교통안전교육의 참여율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계마케팅 전략 수립 및 교육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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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

본 연구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으로,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

상으로 한다. 2011년부터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경기, 대전 ‧ 충남, 광주 ‧ 전남)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3개 

지역의 시도지부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 운전능력평가 및 인지기능

검사, 고령운전자의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도로교통법 규정에 관한 교육,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3시간동안 진행된다.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희망자의 예약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며, 도로교

통공단과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이 맺어진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5%씩 2년간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진행되

고 있다.

Table 1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이다. 찾아

가는 교육서비스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육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orea Road Traffic Authority, 

2018). 그러나 2017년 기준 전체 고령운전 면허소지자(만 65세 이상)가 2,797,409명임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이수율

은 0.79%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

Table 1. Number of traffic safety education completion of elderly drivers by year

Classification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Number of education completion 489 1,663 2,740 7,955 9,344 22,191

2016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4,429건으로 2015년 23,063건에 비해 1,366건이 증가하였으며, 평

균 12.7%가 증가하였다(Korea Road Traffic Authority, 2017).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의 증가는 국가적인 고령운

전자의 교통사고 줄이기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도로교

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갱신 기간에 맞춰 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에서 적정점수 미만을 받은 운전자는 면

허자진 반납을 권유받게 된다. 하지만, 의무교육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로 만 65세부터 74세까지의 운전자

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교육이 권장사항이다. 의무교육의 형태가 아닌 교육은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2.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 (2018.3.27.)

Classification Before revision

→

Amendment

Renewal of driver license Over sixty-five: Every five year 65-74 age: Every five year
Over seventy-five: Every Three year

Traffic safety education Over sixty-five: Three hours 
(non-mandatory)

65-74 age: Three hours (non-mandatory)

Over seventy-five: Two hours (mandatory)

관계마케팅, 참여지속성, 교육만족도의�관계에�관한�선행연구

교육기관에서 기존의 학습자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학습자를 유치하고, 이들 학습자를 장기적으로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관계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16). 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은 학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학습자가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수요를 창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et al., 2010). 예컨대, Shin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

션이 활발하고 고객지향적일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ark(2015)의 연구에서는 의

사소통, 고객지향성 등 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 변인들이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기관의 학습자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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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전략이 참여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가 하면, Hong(2001)은 한국어 교육마케팅에 관계마케팅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관계마케팅에 의한 교

육서비스 제공이 학습자와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재방문 및 참여지속을 유도한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관계마케팅은 학습자의 참여지속 의도와 수준

을 끌어올리는데 직 ‧ 간접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만족도가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Andreassen, 1994). 만족과 지속성과의 관계를 보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고 긍정적 구전활동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e et al., 2000). 또한, 고객 만족은 

고객의 재구매 및 재이용 의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and Park, 1999; Lim, 2008; 

Morgan, 1994; Petrick, 199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참여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관계마케팅, 교육만족도, 참여지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교통안전교육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는 주로 경영학 

및 마케팅 분야에서 품질개선 및 이윤창출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

입하면서 고령운전의 위험 및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교육참여, 참

여지속성, 교육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운전자의 교육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모형�및�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관계마케팅, 교육만족도, 참여지속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Figure 1)과 경쟁모형(Figure 2)을 설정하였다. 잠재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

은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방법과 달리 3개 이상의 잠재변수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반영하여 보다 신뢰로운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Bae, 2014). 

Sobel test는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고, 변인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주로 활용하는 매개효과 

검증 기법이다(Sobel, 1982).

Figure 1. Partial mediation effect model (research model)  Figure 2. Full mediation effect model (compe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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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을 보면, 잠재변수인 관계마케팅이 매개변수인 교육만족도를 통해 종속변수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지속성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가설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비교

우위를 검증하기 위한 대안모델(alternative model) 혹은 경쟁모델(competing model)은 관계마케팅이 참여지속성

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관계마케팅 변인은 Shin et al.(2010)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의사소통, 고객지향성, 관계지향

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 고객지향성, 관계지향성의 측정문항 문항내적일치도 계수(ɑ계수)는 

각각 .764, .930, .934이다. 교육만족도는 Bong(2017)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시스템만족, 구성원만

족, 기관만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시스템만족, 구성원만족, 기관만족의 측정문항 ɑ계수는 각각 .871, 

.886, .882이다. 참여지속성은 Bong(2017)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재참여의도, 추천의도, 실천의도

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재참여의도, 추천의도, 실천의도의 측정문항 ɑ계수는 각각 .881, .890, .857이다.

2. 연구가설

1) 관계마케팅은 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관계마케팅은 참여지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교육만족도는 참여지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관계마케팅과 참여지속성의 관계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할 것이다.

연구대상�및�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에서 2018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다. 

이들 교육생 중에서 무선표집방법을 통해 387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회수된 설문지 중

에서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되거나 불성실기입 또는 이중기입으로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59부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Mahalanobis의 ɗ2검증을 실시하여 χ2분포를 따르는 ɗ2값의 유의수준 .001 이하의 유의확률을 가진 8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0개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자료에 포함된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분포의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Sex Male 262 81.9

Female 58 18.1
Age 65 to 70 135 42.1

71 to 75 113 35.4

76 to 80 47 14.7
81 to 85 21 6.6

Over 85 4 1.2

Driving career (year) Under 10 3 1.0
10 to 20 30 9.4

21 to 30 97 30.3

31 to 40 123 38.4
Over 40 67 20.9

Number of education First 190 59.3

Second 51 15.9
Third 54 16.8

Fourth 20 6.3

Over fifth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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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상관계수

본 연구에 사용된 관계마케팅, 교육만족도, 참여지속성 등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것처럼,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평균은 2.98-4.28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관

계마케팅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의 평균값이 2.9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781 ~ .334, 첨도

는 -.676 ~ 1.775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5 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측정변수들이 정규성(normal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Factors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Relationship marketing Communication 2.98 .809 .334 -.210

Customer orientation 4.06 .552 -.198 .256
Relationship orientation 3.83 .632 -.243 .057

Education satisfaction System 3.77 .728 -.441 .628

Members 4.17 .689 -.409 -.676
Organization 4.11 .639 -.529 .323

Participation persistence Re-participation intention 3.96 .698 -.358 .121

Recommendation 4.05 .842 -.781 .112
Behavioral intention 4.28 .597 -.644 1.775

Table 5에 제시된 상관계수는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이며, 측정변수들

의 상관계수는 .218≤r≤.61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5. Result of correlation

Communication
Customer 
orientation

Relationship 
orientation

System Members Organization

Communication -
Customer orientation .354** -

Relationship orientation .374** .616** -

System .395** .516** .474** -
Members .259** .309** .290** .477** -

Organization .231** .496** .482** .550** .346** -

Re-participation intention .394** .429** .455** .484** .317** .425**
Recommendation .218** .311** .338** .298** .210** .314**

Behavioral intention .262** .440** .410** .343** .245** .461**

**p<.01

2.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로 평가되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모형간 χ2차이검증으로 모형을 비교 ‧ 검

증하였다. 검증 결과, Table 6에 제시된 것처럼, 부분매개모형(Figure 3)과 완전매개모형(Figure 4) 간 χ2값의 차이

가 6.989였고,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 p값이 .05보다 작아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

매개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35, CFI=.957로 .95보다 높았으며, 

RMSEA=.074, SRMR=.043으로 .08보다 낮아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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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st in goodness of model fit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SRMR

Partial mediation effect model 65.580 24 .000 .935 .957 .074 .043

Full mediation effect model 72.569 25 .000 .929 .950 .077 .047
Difference values  6.989  1 .008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최종 모형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관계마케팅에서 교육

만족도(b=1.187, t=7.552, p<.001)에 이르는 경로, 교육만족도에서 참여지속성(b=.321, t=2.296, p<.05)에 이르는 

경로, 관계마케팅에서 참여지속성(b=.588, t=2.834, p<.01)에 이르는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Table 7. Path of partial mediation effect model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β t

Relationship marketing → Education satisfaction 1.187 .157 .828 7.552***

Education satisfaction → Participation persistence  .321 .140 .359 2.296*
Relationship marketing → Participation persistence  .588 .208 .459 2.834**

*p<.05. **p<.01. ***p<.001.

Figure 3. Partial mediation effect model Figure 4. Full mediation effect model 

3. 매개효과�검증

관계마케팅과 참여지속성의 관계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test로 간접효과를 검증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으며, 부분매개모형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z=2.914, p<.05). 따라서 관계마케팅과 참여지속성의 관계에서 교육만족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

일 것으로 기대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8. Result of mediation effect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z

Relationship marketing → Education satisfaction → Participation persistence .381 2.19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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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및�결론

본 연구 결과, 관계마케팅과 교육만족도, 관계마케팅과 참여지속성, 교육만족도와 참여지속성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는 관계마케팅이 교육프로그램 학습자의 재방문 및 참여지속을 

유도한다는 선행연구들(Hong, 2001; Park, 2015)과 일치하였다. 또한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만족도가 참여지속 의

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Lim(2008), Petrick(1999)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런가하면, 관계마

케팅 전략이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계마케팅이 교육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만족도는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

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참여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교육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계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만족도가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경로들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구조 및 교육과정 특성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적성검사를 포함하여 3시간 이상 강의 위

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65세 넘는 고령운전자 교육생들 중에는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표출하

는 교육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도로교통공단에서만 진행되고 교육생이 65세 이

상의 고령운전자이며, 3시간 이상 진행되는 교육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교육만족도와 참여지속성의 관계 정도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도,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

지속성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령운전자의 이전 교육이력, 인지적 ‧ 정의적 ‧ 신체적 특성 등을 고

려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

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생의 과거 등록정보

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 기간 종료(2년 유효)일에 맞춰 보내는 문자 알림 서비스, 우편물 및 SNS 등을 통한 교육정

보 안내 등 교육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관계 마케팅 전략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교수자의 교수(teaching) 역량뿐만 아니라 관계마케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교수자가 관계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와 참

여지속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교수자의 전문적 교수 역량 증진 및 관계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회 확대, 우수교수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고령운

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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