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직업운 자의 피로  수면 련 특성이 

교통사고 험성에 미치는 향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권    수      

[UCI]I804:11046-000000517471[UCI]I804:11046-000000517471[UCI]I804:11046-000000517471[UCI]I804:11046-000000517471[UCI]I804:11046-000000517471[UCI]I804:11046-000000517471[UCI]I804:11046-000000517471



직업운 자의 피로  수면 련 특성이 

교통사고 험성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김 희 정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권    수    





 

 

감사의 글 

 

본 학위논문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감사의 글을 쓰기위해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뒤늦게 석사과정을 들어오게 되어 시작하게 된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고, 배워야할 것도 많은 

끝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논문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미약하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제 학위논문을 지도해주신 김희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지도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논문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연구자인 저를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며,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선뜻 제 

학위논문의 향상을 위해 명쾌한 조언과 지도를 해주셨던 김광숙 교수님과 조은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불쑥 찾아간 제자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던 김광숙 교수님, 따뜻하고 유쾌한 미소로 늘 이끌어 주시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갑작스런 논문 지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주신 조은희 교수님, 많이 배려해주시면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망망대해의 길을 밝혀 주는 등대 같은 오의금 교수님, 



 

 

많이 부족하고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대학원 기간동안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논문 진행과정에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최모나 교수님께도 뒤늦게나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 외 가르침을 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에 참여해주신 직업운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막연히 상상했던 직업운전자들을 직접 만나고, 연구를 통해서 조그씩 

알게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 연구가 직업운전자들의 건강을 향상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연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열악한 환경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업운전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또한, 직업운전자들의 연구 참여를 위해 

도와주신 운수업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학원 기간 중 함께 했던 나의 석사 동기들, 시현, 자현, 윤송, 선화, 유나, 수영, 

혜선, 주희, 영미, 은지, 다정, 지예, 혜린, 지선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있어서 

많은 의지가 되었고, 든든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우리 홍소윤 선생님, 그동안 많이 고맙고, 미안하고, 큰 힘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애교 많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어준 김남희 선생님, 

덕분에 많이 힘이 나고, 선생님의 열정에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김고운 선생님과 이수정 선생님, 논문 과정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함께 시작한 

민들레 언니, 낯선 대학원 생활을 언니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든든하였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격려해주던 김경아 언니도 감사합니다. 대학원 학교 

생활에서 만났던 모든 인연들 감사하고,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자료수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오랜 벗 경화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의 

졸업을 축하해 줄 그리운 인경언니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대학원 생활로 인하여 옆에서 가장 고생한 나의 가족들. 

공부는 끝이 없다며 저의 대학원 진학을 격려하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늘 저의 어려움을 배려하시고, 우선 순위에 두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 길도 마다않고 달려오셔서 뒤늦게 공부하는 며느리를 도와주신 어머님.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부모님들의 도움과 

이해가 없었으면, 이 또한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발벗고 도와준 이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응원을 아끼지 않은 동생 식구들과 형님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나의 배우자 이준영.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묵묵히 기다려준 따뜻한 배려,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학업으로 바빠진 

엄마로 힘들었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하윤. 늘 부족한 엄마라 많이 

미안하지만, 항상 고맙고 하윤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길 기대하면서 감사의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18년 6월  

권수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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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이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직업운전자의 수면관련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재의 총 10개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180명의 직업운전자를 

편의표집하여 시행하였다. 최종 16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 15문항, 직업운전자 자각피로 10문항, 수면의 질 18문항, 

주간졸림증 8문항, 건강상태 12문항, 일반적 특성 14문항 및 근무관련 특성 8문항의 

총 85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설문 자료가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독립표본 t검정, 교차분석, 분산분석 또는 

해당 비모수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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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1명의 직업운전자는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트럭 79명, 건설 관련 차량 

40명, 택시 21명, 버스 21명으로 구분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3.03±9.42세로 대부분 남자(98.1%)였다. 

1.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는 평균 1.97±0.76(범위:1~5)점으로 

보고되었다.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5.1%이며, 운전차량 종류가 택시운전자보다는 버스운전자일수록 

(β=0.27, p<.01),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β=0.29, p<.01),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거나(β=0.22, p<.01),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β=-0.18, 

p=.02),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상자의 50.9%가 피로, 악천후 또는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지속하였다. 지속적 위험운전 여부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24.2%이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하 근무하는 그룹보다 12시간 초과 

근무하는 그룹이(OR=3.79, 95% CI=1.75-8.22),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OR=10.11, 95% CI=1.10-92.68), 지속적 위험운전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 

3. 대상자의 30.4%는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37.9%이며, 

직업운전자의 자각피로도가 높아질수록(OR=1.09, 95% CI=1.02-1.15),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OR=0.92, 95% CI=0.86-0.98),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OR=0.06, 95% 

CI=0.01-0.46),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4. 대상자의 17.4%가 ‘자주’ 또는 ‘항상’ 시속 16 km(10 miles)이상의 과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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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은 38.1%이며,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OR=4.25, 95% CI=1.46-12.38), 

비음주자보다 음주자가(OR=7.38, 95% CI=1.86-29.30), 과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5. 대상자의 44.7%가 직업운전자 근무경력 중 교통사고 기록이 있었고, 24.8%는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24.2%는 지난 

1주일동안 아차사고(a near miss)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41.6%가 지난 1년동안 

교통법규 위반 고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20.4%이며,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OR=1.29, 95%CI=1.08-1.54), 교통사고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직업운전자의 높은 자각피로도, 낮은 수면의 질, 과다 주간졸림증, 

나쁜 정신적 건강상태와 차량 종류, 장시간의 일일 근무시간이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업운전자 직업 특성에 알맞은 피로 관리, 

수면의 질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 간호중재안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직업 환경을 고려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 해당 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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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질병을 제외한 사망 원인 중 두번째로 높게 보고되었다(통계청, 

2017a). 2015년 한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5.5명인 것에 비해 훨씬 더 많다(OECD, 2018). 대형교통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사망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도로교통공단, 2018), 그 중 사업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0,917건 중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수는 49,041건으로 약 22%의 비율이지만(도로교통공단, 2018), 

대형교통사고 중 화물차 또는 승합차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의 사고는 약 60%를 

차지하여 사업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 비율이 약 3배 높다(도로교통공단, 2018). 특히,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107; 이원영 & 오주석, 2014; 조가희 & 이명선, 2014; 

Anderson & Horne, 2013; Friswell & Williamson, 2013; Stutts, Wilkins, Osberg, & 

Vaughn, 2003; Zhang & Chan, 2014)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직업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이원영 & 오주석, 2014).‘직업운전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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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 통계청, 2017b).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차량 종류는 차량 등록대수 

1백만대당 화물차 12.02건, 건설기계/특수차량 4.44건, 승합차 4.05건, 승용차 

3.77건 순으로,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원영 & 오주석, 2014). 졸음운전은 주로 높은 피로도, 수면시간 

부족이나 심한 주간졸림증에 의해 유발된다(이원영 & 오주석, 2014; Lemke, 

Apostolopoulos, Hege, Sönmez, & Wideman, 2016; Sagberg, Jackson, Krüger, 

Muzet, & Williams, 2004). 

차량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는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직업운전자들은 근무 스케줄이 불규칙하고 운전시간이 길고(고자경, 

2009; 안우현, 이선희, & 박선영, 2014; Stutts et al., 2003), 5명 중 1명꼴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연속 

운전시간이 길고, 휴식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유현목, 

2015; 이원영 & 오주석, 2014). 하루 평균 연속 4시간을 초과 운전하는 직업운전자가 

약 1/3 이상이며(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특히, 많은 직업운전자들이 높은 

피로도와 수면부족으로 인해 졸음운전을 경험하지만,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마땅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물트럭이나 대형 버스의 직업운전자들은 운전 

중 48.7%가 졸음운전을 경험하지만, 그 중 약 70%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주행을 

지속하고 있다(이원영 & 오주석, 2014). 따라서, 졸음운전에 취약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발생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외 졸음운전과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졸음운전 

실태조사와 교통사고 경험에 대한 보고(이원영 & 오주석, 2014; Heaton, 2009;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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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2016; Lim & Chia, 2015), 수면장애와 졸음운전 관련성 연구(김기봉, 

성현호, 박상남, 김복조, & 박창은, 2015), 운전 중 졸음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 및 적용(Bangal & Bangal, 2014; Bowman, Schaudt, & Hanowski, 2012; Choi, 

Song, Park, & Lee, 2012; Jung, Shin, & Chung, 2014) 등이 있었다.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직업운전자의 생활습관 및 건강행위(고자경, 2009; 유현목 & 

김병용, 2016; Sieber et al., 2014), 직무 스트레스와 이상지질혈증과의 관계(Lee, 

Lee, Kim, & Lee, 2010), 버스 운전자의 주간졸림증 위험 요인(Kim et al., 2017), 

감정노동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김희량, 이윤정, 이금재, & 김희걸, 2014), 건강인지 

상태(유현목, 2015) 및 성인병 현황(유진화 & 최경임, 2013)에 대한 건강관련 

연구들이 있다. 또한,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는 성격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관계(안우현 등, 2014), 버스 운전사의 근무 중 사고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최원선 등, 2011), 그 외 화물트럭 운전자의 자각피로도와 교통사고 

경험의 관련성 연구(조가희 & 이명선, 2014)와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유발요인을 규명한 연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등이 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직업운전자에게 적합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야기할 수 있는 피로 및 수면 건강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은 없으며,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피로 및 수면관련 건강상태가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직업운전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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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의 정도와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2. 직업운전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피로, 수면, 건강관련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다. 

4.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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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교통사고 위험성 

 

 이론적 정의 

운전자의 경향성에 따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순열 & 

이순철, 2010). 

 

 조작적 정의 

이순열과 이순철(2010)이 개발한 (1) 교통사고 위험지수(Traffic Accident Risk 

Index, TARI) 점수와 Chen 등(2015b)의 연구에서 사용된 (2) 위험운전행동(risky 

driving behaviors) 3항목과 (3) 교통사고 경험은 상해와 안전(injury and safety)의 

6항목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행동 및 경험 여부를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TARI 점수는 높을수록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피로 

 

 이론적 정의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로 에너지 부족과 소진,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의 장애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Shen, Barbera, & Shapiro, 2006). 

 

 조작적 정의 

직업운전자의 자각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경옥 등(2004)이 국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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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직업운전자 자각피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전 중 경험하는 자각피로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수면의 질  

 

 이론적 정의 

수면 기간, 수면 잠재기 또는 수면 중 깨어난 횟수와 같은 수면의 양적인 측면과 

수면의 깊이나 편안함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포함한 복합적인 수면의 양상을 

의미한다(Buysse, Reynolds, Monk, Berman, & Kupfer, 1989). 

 

 조작적 정의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Mapi research trust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양식 

수면상태 질문지(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4) 주간졸림증 

 

 이론적 정의  

낮 시간 동안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주관적 증상을 

의미한다(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01). 

 

 조작적 정의 

Johns (1991)가 개발하고 Cho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주간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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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KES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간졸림증이 심한 것을 나타낸다. 

 

5) 건강 상태 

 

 이론적 정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의 수준을 의미한다(Ferrell, Dow, & Grant, 1995). 

 

 조작적 정의 

Ware, Kosinski와 Keller (1996)가 개발한 Short Form-12 Health Survey, 

version 2 (SF-12v2®)의 한국어 번역판을 이용하여 측정한 신체적 건강상태 

(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와 정신적 건강상태(Mental Component 

Summary, MCS)의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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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의 감소는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새롭게 추가된 목표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 및 안전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2012년 세계 상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5.1백만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도로교통사고(24.4%)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HO, 2015). 최근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05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376명으로 집계되어 2010년 5,505명, 2015년에는 

4,621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도로교통공단, 2016),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 5.5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9.1명으로 높게 보고되었다(OECD, 2018). 

교통사고 발생 유형 중 특히,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다른 차량에 

비해 큰 편이다. 2016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0,917건 중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수는 49,041건으로 그 비율은 약 22% 이지만(도로교통공단, 

2018), 대형교통사고 중 화물차 또는 승합차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의 사고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8). 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사망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20명 이상인 대형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 2018) 중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고자경(2009)은 택시운전자들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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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72.6%, 최원선 등(2011)의 연구에서 버스운전자들은 

근무 중 72.3%가 교통사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 직업운전자들이 근무 중 

경험하는 교통사고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운전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 통계청, 2017b). 직업운전자의 

차량의 종류로는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와 트럭 및 택배 차량과 같은 

화물자동차 등이 있다(통계청, 2017b). 2016년 우리나라 육상 운수업 종류별 종사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화물운송업 47%, 택시 30%, 버스 15%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7b). 직업운전은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특성을 가진 

직업이다(고자경, 2009; 안우현 등, 2014; 유현목, 2015; Lee et al., 2010). 국내 

남자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유현목(2015)의 연구에서 트럭, 버스 택시 등을 

운전하는 대상자들의 약 70%가 하루 7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택시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9.63±2.31시간(고자경, 2009), 버스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9.56±2.32시간을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우현 등, 2014). 고속버스 운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65.1%인 것으로 보고되어(Lee et al., 2010), 

전반적으로 직업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길고, 주당 근무시간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특성을 가진 직업운전자들은 피로감이 높아 졸음운전 

위험성이 크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차량 종류별 등록대수 1백만대당 화물차 12.02건, 건설기계/특수차량 4.44건, 승합차 

4.05건, 승용차 3.77건 순으로 보고되어(이원영 & 오주석, 2014), 직업운전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졸음운전이 교통사고 발생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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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2014; 조가희 & 이명선, 2014; Anderson & Horne, 2013; Friswell & 

Williamson, 2013). 따라서, 직업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피로 및 

수면 관련 건강 특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예방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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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 관련 특성 

 

직업운전자들은 직업특성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수면부족과 운전피로를 경험하고(Friswell & Williamson, 2013; Lemke et al., 

2016), 직업운전자의 높은 피로도는 교통사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조가희 & 이명선, 2014; Bener, Yildirim, Özkan, & 

Lajunen, 2017; Meng et al., 2015; Smith, 2016). Me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를 경험하였던 트럭운전자들의 16.1%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피로를 

꼽았고, 직업운전자가 느끼는 피로가 높을수록(OR=1.55~1.91) 교통사고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Bener et al., 2017; Smith, 2016). 국내 

화물운전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β=.37, p<.001), 

교통사고 경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가희 & 이명선, 2014). 

미국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Lemke 등(2016)의 연구에서 비근무일에 비해 

근무일 동안 총 수면시간이 적고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근무일의 

평균 수면시간은 8.27시간인 반면, 근무일의 수면시간은 평균 6.92시간으로 훨씬 

짧았으며, 비근무일 동안은 16.7%가 낮은 수면의 질을 보고하였으나, 근무일 중에는 

38.1%로 증가하였다(Lemke et al., 2016). 수면 부족(r=.74, p=.02)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이어 교통사고 발생(r=.93, p<.01)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Anderson & Horne, 2013).  

근무 전날의 수면부족은 직업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조가희 & 이명선, 2014; Heaton, 

Browning, & Anderson, 2008). 국내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위험 인자를 조사한 

결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경우보다 6시간 미만의 불충분한 수면이(OR=3.0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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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12-8.48)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미국의 화물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Heat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근무 전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6시간 이하인 경우가(OR=2.99, 95% CI=1.78-

5.00) 운전 중 졸음운전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화물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가희와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도 수면시간과 졸음운전 

경험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34, p<.001). 

또한, 주간졸림증은 직업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Lemke 등(2016)은 졸림증으로 인하여 32%의 화물운전자가 운전 중 심각한 실수를 

하였고, 52.1%는 아차사고(a near miss)를 경험하였고, 6.9%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ESS를 이용하여 주간졸림증을 측정한 경우, 자가보고 

주간졸림증 정도가 높을수록(OR=2.61, 95% CI=1.60–4.25) 실제 졸음운전 

경험률이 높아지고(Heaton et al., 2008),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발생률(OR=1.82, 95% 

CI=1.57-2.20)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ner et al., 2017).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주간졸림증과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Zhang과 Chan(2014)의 연구에서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을수록(OR=1.72, 95% 

CI=1.36-2.18) 교통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사업용 화물운전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ESS 점수가 11점 이상인 경우 졸음운전 

횟수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국외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간졸림증과 교통사고와의 명확한 

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내 직업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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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운전자의 건강상태 

 

교통사고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직업운전자의 경우 취약한 편이다 (Hilton, Staddon, Sheridan, & Whiteford, 2009). 

직업운전자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고(유진화 & 최경임, 2013; 유현목, 2015; Lee 

et al., 2010; Lim & Chia, 2015; Sieber et al., 2014),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태도 취약하다(최원선 등, 2011; Shattell, 

Apostolopoulos, Collins, Sönmez, & Fehrenbacher, 2012).  

신체적 건강상태 중 직업운전자의 만성질환률은 높은 편이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자료에 따르면, 버스운전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고혈압 및 당뇨 의심질환자 비율이 더 높다(유진화 & 최경임, 2013). 전국 

일반성인 중 9.7%와 일반근로자 10.5%가 고혈압 및 당뇨 의심질환자로 비율이 

나타난 데 비해, 버스운전자는 14.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스운전자들은 당뇨(28.3%)보다 고혈압 의심질환자(77.9%)의 비율이 더 높아 

운전자의 심혈관계 질환 이환율이 높다(유진화 & 최경임, 2013). 남자 직업운전자의 

건강 인지 상태에 대한 유현목(2015)의 연구에서도 비만인 경우는 약 31%, 고혈압 

26.1%, 위장질환 25.6%, 고지혈증 17.6%의 순으로 유병질환이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이상으로 비만일 확률이 

일반성인은 30.5%인데 비해 화물트럭 운전자는 68.9%로 매우 높고(Sieber et al., 

2014), 싱가포르의 택시운전자들과 일반성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택시운전자들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율이 더 높았으며, 흡연하는 경우는 50.6%, 

비만인 경우도 일반성인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Lim & Ch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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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전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도 취약한 편이다. 국내 버스 운전자들 대상으로 

한 최원선 등(2011)의 연구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이 교통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이 

보고되었으며,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의 우울 

점수 평균(26.0±8.4)은 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의 우울 점수(11.7±7.1)보다 

훨씬 높았다. 호주 트럭운전자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살펴본 Shattell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약 30%가 우울증과 고독감 문제를 보고하였고, 우울증상이 

심할수록(OR=5.00, p=.01), 교통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Hilton et al., 

2009), 직업운전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높고, 심한 주간졸림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직업운전자들의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피로 및 수면관련 건강 특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국내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운전자의 

수면관련 특성 및 전반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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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교통사고 발생은 인적 요인(human factors),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차량 요인(vehicle factors)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Kockum, Ortlund, Ekfjorden, & Wells, 

2017). 즉, 피로, 수면의 질, 인구사회학적 요인, 운전시간, 일일 근무시간과 같은 

인적 요인과 도로조건, 기후 및 운전 시간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차량 종류, 

차량의 기능 상태와 같은 차량 요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gberg et al., 2004; Zhang, Yau, Zhang, & Li, 2016). 교통사고 발생의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적 요인으로(Kockum et al., 2017; 

Zhang et al., 2016),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운전자의 인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 요인의 하부 요인으로 피로, 수면 및 

건강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앞선 문헌고찰에서 보듯이,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 수면의 질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이원영 & 오주석, 

2014; 조가희 & 이명선, 2014; Chen, Fang, Guo, & Hanowski, 2016; Lemke et al., 

2016; Heaton, 2009; Meng et al., 2015; Philip et al., 2005; Sagberg et al., 2004). 

특히, 직업운전자들은 주간졸림증이 심하고 피로도가 높으며(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조가희 & 이명선, 2014),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Lemke et al., 2016), 직업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 이외에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체질량지수, 음주·흡연·운동과 같은 건강행위, 신체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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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가희 & 이명선, 2014; Chen et al., 

2016; Chon, Kim, Cho, & Ryoo, 2010; Hilton et al., 2009; Zhang et al., 2016). 

직업운전자가 남성인 경우(OR=3.52, 95% CI=1.12-11.10),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았고(Zhang et al., 2016),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운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 et al., 2016). 운수업 종사자들의 문제 음주율(OR=2.93, 

95%CI=1.86-4.60)과 흡연율(OR=1.84, 95%CI=1.21-2.79)이 타 직종에 비해 더 

높았고(Chon et al., 2010),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β=-.09, p<.01), 교통사고 경험 

횟수가 증가하였다(조가희 & 이명선, 2014). 또한, 신체건강 문제가 많을수록(OR=3.45, 

p=.02), 우울증상이 심할수록(OR=5.00, p=.01), 교통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ilton et al., 2009).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중 근무관련 특성으로는 근무 경력, 

하루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최장 연속적으로 운전한 시간, 주당 총 근무시간, 운전 차량 

종류, 고용형태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가희 & 이명선, 2014; Chen & 

Xie, 2014; Chen et al., 2016; Hilton et al., 2009; Lemke et al., 2016; Zhang et al., 

2016). 직업운전자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위험운전 행위가 증가하고(Chen et al., 

2016), 하루 운전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β=0.62, p<0.01)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졌으며(Lemke et al., 2016), 근무시간(β=0.08, p<.01)이 길수록 

교통사고를 경험한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조가희 & 이명선, 2014). 근무 중 

충분한 휴식시간은 피로 관련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Chen & Xie, 

2014). 또한,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률(OR=1.57, 95% 

CI=1.17, 2.12)이 다른 차량종류에 비해 높았으며(Zhang et al., 2016), 고용형태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OR=3.14, p<.01) 교통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ilto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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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을 통해 직업운전자는 비직업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업운전자라는 직업 특성과 관련된 피로, 수면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의 요인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업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련 인자에 대한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써 직업운전자들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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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교통총국(Directorate 

for Transport)의 피로 관련 보고서에서 제시한 졸음운전 발생의 개요와(EC, 2015)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관련된 영향 요인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 위원회 교통총국의 졸음운전 발생 개요에 의하면 생활양식 및 개인 

생활 등의 개인적 요인과 근무시간, 운전지속시간 등과 같은 일 관련 요인이 

운전자의 피로를 유발하고, 운전자의 피로가 운전자의 수행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어 졸음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고 요약하고 있다(EC, 2015). 

즉,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낮은 수면의 질, 생체신호에 의한 

수면 요구 등이 있고, 운전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 피로도 또한 증가한다. 특히, 직업운전자들은 장시간 또는 불규칙한 

근무 일정으로 인해 운전자 피로가 쉽게 유발되는 취약계층이다(EC, 2015). 피로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를 느리게 하고, 운전조작 기능을 감소시켜 운전 수행을 

방해하여, 집중력 저하와 인지 능력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EC, 2015). 

문헌고찰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변수를 

선정하였다.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에는 운전자 자각피로도(조가희 & 이명선, 2014; 

Bener et al., 2017; Lemke et al., 2016; Meng et al., 2015; Smith, 2016)와 수면의 

질(Anderson & Horne, 2013; Lemke et al., 2016; Stutts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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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졸림증(Bener et al., 2017; Heaton et al., 2008; Lemke et al., 2016; Zhang & 

Chan, 2014)을 포함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상태, 비만 정도, 건강행태인 흡연·음주·운동 여부, 현재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 여부 및 복용약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조가희 & 이명선, 2014; 유진화 & 최경임, 2013; 유현목, 

2015; 최원선 등, 2011; Chen et al., 2016; Chon et al., 2010; Hilton et al., 2009; 

Lee et al., 2010; Lim & Chia, 2015; Shattell et al., 2012; Sieber et al., 2014; 

Zhang et al., 2016). 근무관련 특성은 직업운전자 근무 경력, 현재 고용 형태, 

운전하는 차량 종류, 이직 경험 및 이전 직업의 종류, 하루 평균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최장 연속적으로 운전한 시간, 주당 총 근무시간을 포함하였다(조가희 & 

이명선, 2014; Chen & Xie, 2014; Chen et al., 2016; Hilton et al., 2009; Lemke et 

al., 2016; Zhang et al., 2016).  

앞에서 살펴본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이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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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상태, 

체질량지수, 진단 받은 질병 및 

복용약, 흡연∙음주∙운동 여부, 

건강검진 수검여부 및 검진 종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 
운전자 자각피로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교통사고 위험성 

- 교통사고 위험지수 

- 위험운전행동 

- 교통사고 경험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근무관련 특성 
운전 차량 종류, 운전자 근무 

경력, 고용 형태, 이직 경험 및 

이전 직업 종류, 하루 근무시간, 

하루 휴식시간, 최장 연속운전 

시간, 주당 총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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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직업운전자로, 국내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업무를 주요 

직업으로 하는 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버스, 택시 또는 화물트럭 등의 운수업체에서 만 6개월이상 운전업무를 

주요직업으로 종사하는 자 

(2) 만 19세 이상 성인  

(3) 한국어로 의사소통 및 읽고 쓰기가 가능한 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1) 수면장애를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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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는 Cohen(1988)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effect size=.15, 

α=.05, power .80로 독립변수 13개인 경우 최소 131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주간졸림증과 

교통사고 관련요인을 메타분석한 해외연구(Zhang & Chan, 2014)를 바탕으로 

교차비는 1.72, 관심변수인 교통사고 경험의 비율은 우리나라 직업운전자 대상의 

선행연구(조가희 & 이명선, 2014)에서 보고한 비율 Pr=0.26으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의 정규분포, α=.05(양측검증), power .80로 가정할 때 최소 152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번안한 설문지의 가독성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10명과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 180명을 모집하였다. 10명의 예비조사 참여자료를 제외하고, 설문지 작성 중 

차량 운행시간이 임박하여 중도 철회한 1부와 불성실하게 작성된 8부를 제외하여 

최종 161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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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 15문항, 직업운전자 자각피로 

10문항, 수면의 질 18문항, 주간졸림증 8문항, 건강상태 12문항, 일반적 특성 

14문항 및 근무관련 특성 8문항으로 총 85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부록 1 참조). 각 연구도구는 도구 개발자 및 

저자에게 사용동의 요청을 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하였다(부록 2 참조). 

 

1) 교통사고 위험성 

 

본 연구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은 (1) 교통사고 위험지수(TARI) 6문항과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 화물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이용하여 Chen 

등(2015b)의 연구에서 사용한 (2) 위험운전행동 3문항과 (3) 교통사고 경험 및 

상해 관련 6문항을 포함한 총 1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교통사고 위험지수(TARI) 

 

TARI는 이순열과 이순철(2010)이 개발하고 이순철과 송훈화(2011), 이미진과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질문지는 아차사고(a near miss) 가해자 

또는 피해자 경험 2문항, 교통사고에 대한 주위불안 2문항,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불안 2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5점 Likert-type 척도를 이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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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로 응답하고, 총 문항의 평균값(범위:1~5점)으로 계산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진과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측정되었다.  

 

(2) 위험운전행동 

 

미국 NIOSH에서 2010년 화물트럭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Chen 등(2015b)의 연구에서 사용한 위험운전행동 3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자와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책임자가 번역 및 수정한 뒤, 3인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근무 중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운전을 지속합니까?’, ‘안전벨트를 얼마나 자주 착용합니까?’와 ‘규정속도에서 

시속 16 km (10 miles)이상의 과속으로 얼마나 자주 운전합니까?’의 3가지 질문에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3) 교통사고 경험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경험을 Chen 등(2015b)의 연구에서 사용한 상해와 

안전 6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자와 국내 실정에 맞게 연구책임자가 번역 및 수정한 뒤, 

3인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직업운전자 경력 중 교통사고 유무,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여부, 지난 1주간 

아차사고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적발 여부와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 

또는 비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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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등(2015b)의 연구에서 사용한 위험운전행동 3문항과 상해와 안전 

6문항을 사용하기 위해 임시 번역안을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수를 받았다. Lynn (1986)과 Polit, Beck과 Owen (2007)의 기준에 

따라서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한 뒤,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각 문항에 대해 3점 또는 

4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전문가 수로 나누어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각 항목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내용과 

국문표현을 수정 보완한 뒤 10명의 직업운전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의 가독성과 이해 용이성을 확인하였으며, 예비 조사에 사용된 10명의 

조사결과는 최종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Results of content validity index 

 Risky driving behaviors  Car crash, near misses, moving violations, and injuries 

Items no. 1 2 3  1 2 3 4 5 6 

CVI 1.0 1.0 1.0  1.0 1.0 1.0 1.0 1.0 1.0 

Note. CVI=Content val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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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 

 

본 연구에서 피로는 ‘운전 중 경험하는 자각피로’를 의미하며, 박경옥 

등(2004)이 국내 개발하고, 조가희와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간이형 

직업운전자 자각피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측정 문항은 인지 지각적 

피로(5문항)와 신체적 피로(5문항)로 이루어진 총 10개 문항으로 5점 Likert-type 

척도(0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보통이다, 3점=가끔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합점수(범위:0~40점)가 높을수록 운전 중 경험하는 자각피로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박경옥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측정되었다.  

 

3)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Mapi research trust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양식 수면상태 질문지(PSQI)를 이용하여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 영역별 항목은 주관적인 수면의 질 1문항, 수면 잠재기 2문항, 수면 

기간 1문항, 습관적인 수면의 효율성 2문항, 수면 방해 9문항, 수면제의 사용 1문항, 

낮 동안의 기능장애 2문항으로 총 18문항에 대하여 ‘전혀 어려움이 없다’ 0점, 

‘약간 어려움이 있다’ 1점, ‘비교적 어려움이 있다’ 2점, ‘아주 어려움이 있다’ 

3점으로 응답하게 구성되어 있다. 수면의 질 점수는 7개의 하위영역(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 수면 기간, 습관적 수면 효과, 수면 방해, 수면약물 이용, 낮 시간 

기능장애)의 점수 총합(범위:0~2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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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3이었고(Buysse et al., 

1989), 본 연구에서는 .80였다. 

 

4) 주간졸림증 

 

Johns (1991)가 개발하고 Cho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KESS을 이용하여 

주간졸림증을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간의 과도한 졸림 

상태를 평가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type 척도 (0점=전혀 

졸리지 않다; 3점=매우 많이 졸리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합(범위:0~24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간졸림증이 심한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는 Cho 등(2011)의 

국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와 일반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 .90이었고, 미국 화물 

트럭 운전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79이었으며(Heaton & Anderson, 2007),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5)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Ware와 Sherburne (1992)이 개발한 Medical Outcome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MOS SF-36)를 Ware 등(1996)이 

12문항으로 축소한 Medical Outcome Study 12-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MOS SF-12)의 최신버전인 Short Form-12 Health Survey, version 2 (SF-

12v2®)를 Medical Outcomes Trust & Quality Metric Inc.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였다. SF-12v2는 신체적 측면(PCS)과 정신적 

측면(MCS)의 두 주요 요인의 8가지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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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PCS)는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2문항, 신체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ole-physical) 2문항, 통증(bodily pain) 1문항,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perception)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적 건강상태(MCS)는 

활력(vitality) 1문항,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1문항,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ole-emotional) 2문항 및 정신 건강(mental health)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하부영역의 점수는 Quality Metric Incorporated의 정해진 산출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되며, 0~100점까지의 점수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특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신체적 건강상태 .67, 정신적 건강상태 .70이었고(Ware et al.,1996),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 .74와 정신적 건강상태 .74로 측정되었다.  

 

6) 일반적 특성 

 

직업운전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상태, 

체질량지수(BMI = 체중/키
2
[kg/m

2
]), 진단받은 질병, 흡연∙음주∙운동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등이 일반적 특성으로 포함되었다.  

 

7) 근무관련 특성 

 

직업운전자의 운전차량 종류, 근무 경력, 고용형태, 이직 경험, 하루 근무 시간, 

하루 근무 중 휴식시간, 한달 이내 최장 연속 운전시간,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 등이 

근무관련 특성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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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 심의를 거쳐 승인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과제번호: Y-2018-0006; 부록 3 참조). 자료수집 이전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연구 위험성 등을 설명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유롭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연구를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직후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는 따로 보관하였다.  

 

2)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은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버스, 택시 또는 트럭 및 건설업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업체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구한 후, 업체 휴게공간과 

같은 직업운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공고문을 붙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자가 운수업체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관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모집을 

하였으며, 공고문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 본 연구자가 방문하지 않은 시간에 

연구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방법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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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설문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 설명문과 

설문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는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배부 받아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거하였다. 설문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안내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여 암호를 설정한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설문 작성 중 근무시간이 임박하여 응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참여 중지 의사를 밝힌 1인의 경우 설문지는 즉시 폐기하였다.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속한 운수업체는 100인 이상의 건설회사 2개, 

택시법인 1개, 버스회사 3개와 15인 이하의 트럭회사 3개, 셔틀버스회사 1개의 총 

10개 업체를 포함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20분 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후 3,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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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4.0 version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two-tailed로 설정,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교통사고 위험성 및 각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수준 및 현황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 또는 필요시 해당 

비모수 검정을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와 피로, 수면 관련 특성 및 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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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최종 161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대부분 남성(98.1%)이고, 평균 연령은 53.03±9.42세로 50대에 해당하는 

연령이 38.8%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60.6%, 대졸이상은 24.4%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83.1%가 기혼자였고, 86.3%가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상태였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상태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57.8%) 또는 

‘하’(37.2%)라고 보고하였다. BMI는 WHO에서 제시한 서태평양 아시아인들의 

비만 기준에 맞춰 분류하였다(WHO, 2000). 전체 BMI 평균은 25.16±3.06 

kg/m
2
으로, 대상자의 절반이상(51.9%)이 비만, 25.9%가 과체중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 대상자는 70명(43.5%)으로 가장 많은 

질병은 고혈압 37명(52.9%), 그 다음은 당뇨와 위장질환이 각각 16명(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위 중 대상자의 46.6%가 현재 흡연 중이고, 63.4%가 음주를 

하며, 75.2%는 주 3회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30.4%는 최근 2년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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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1)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max) 

Age (years)a   53.03±9.42 (29~75) 

 ≤39 17(10.6)  

 40~49 38(23.8)  

 50~59 62(38.8)  

 ≥60 43(26.9)  

Sex Male 158(98.1)  

 Female 3(1.9)  

Education levela Up to middle school 24(15.0)  

 High school 97(60.6)  

 College or above 39(24.4)  

Marital statusa Married 133(83.1)  

 Not married 27(16.9)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others 139(86.3)  

 Living alone 22(13.7)  

Self-rated SES High 8(5.0)  

 Middle 93(57.8)  

 Low 60(37.2)  

BMIa   25.16±3.06 (19.61~43.41) 

 Normal (≤22.9)   35(22.2)  

 Overweight (23~24.9) 41(25.9)  

 Obese (≥25) 82(51.9)  

Diseases diagnosed  Yes
b
 70(43.5)  

evera  Hypertension 37(52.9)  

  Diabetes mellitus 16(22.9)  

  Gastrointestinal disease 16(22.9)  

Smoking Yes 75(46.6)  

 No 86(53.4)  

Alcohol use Yes 102(63.4)  

 No 59(36.6)  

Regular exercise Yes 40(24.8)  

 No 121(75.2)  

Health check-up Yes 112(69.6)  

within 2 years No 49(30.4)  

Note. SES=Socioeconomic status; BMI=Body mass index; a Non-responses were excluded. bMultiple 
choic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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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트럭 49.2%, 건설업 차량(중장비, 레미콘 등) 

24.8%, 택시 13.0%, 버스(시내버스, 셔틀버스 등) 13.0%의 비율로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평균 16.72±11.01년의 운전자 근무 경력을 가졌으며, 10~20년 

경력자가 41.0%로 가장 많았다. 현재 고용형태는 트럭이나 레미콘을 개인 소유하고 

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하는 지입제의 형태(46.6%)가 가장 많았고, 

정규직(27.3%)과 비정규직(26.1%)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업운전자로 일하기 전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는 83.1%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1.59±2.49시간으로, 12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는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총 휴식시간은 ‘31~60분’인 경우(35.4%), ‘30분 

이내’(26.1%), ‘121분 이상’(21.7%), ‘61~120`분’ (16.8%) 순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한달 간 최장 연속운전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가 43.8%, 

‘4~6시간 사이’가 9.1%로 약 절반 이상이 한번 운전을 하면 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전을 지속하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4.82±14.37시간으로 보고되었으며, 

‘40시간 이하’인 경우가 21.6%로 약 2/3이상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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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ork-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1)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max) 

Types of vehicle Truck 79(49.2)  

 
Construction  

vehicles 

40(24.8) 

 
 

 Taxi 21(13.0)  

 Bus 21(13.0)  

Driving work experience    16.72±11.01(0.7~45.0) 

(years) <10 44(27.3)  

 10~20 66(41.0)  

 >20 51(31.7)  

Employment types Full-time 44(27.3)  

 Part-time 42(26.1)  

 
Others (truck or 

mixer owner) 

75(46.6) 

 
 

Previous job Yes 133(83.1)  

 No 27(16.9)  

Working hours per day    11.59±2.49(7~19) 

(hours)a ≤12 104(65.4)  

 >12  55(34.6)  

Break time per working day  ≤30  42(26.1)  

(minutes) 31~60  57(35.4)  

 61~120 27(16.8)  

 ≥121  35(21.7)  

Maximum constant driving    395.07±271.63(30~1020) 

time (minutes)a ≤120 28(18.3)  

 121~240 44(28.8)  

 241~60 14(9.1)  

 ≥361 67(43.8)  

Working hours per week    54.82±14.37(20~90) 

(hours)a ≤40 33(21.6)  

 41~60 70(45.7)  

 ≥61 50(32.7)  

Note. aNon-responses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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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과 건강상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운전 중 경험하는 자각피로의 정도는 

11.56±7.81(범위:0~40)점, 수면의 질은 5.67±2.82(범위:0~21)점, 주간졸림증은 

5.89±3.28(범위:0~24)점이었다. 건강상태의 하부영역은 신체적 건강상태 

48.95±6.44(범위:0~100)점과 정신적 건강상태 49.37±8.15(범위:0~100)점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tigue, sleep,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1) 

Variables M±SD  Min~max Range 

Fatigue  11.56±7.81  0~34 0~40 

PSQI  5.67±2.82  1~14 0~21 

KESS  5.89±3.28  0~21 0~24 

Health status    

 PCS  48.95±6.44  32.13~64.35 0~100 

 MCS  49.37±8.15  27.82~69.88 0~100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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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위험성 

 

본 연구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교통사고 위험지수와 위험운전행동, 교통사고 

경험에 대한 세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1) 교통사고 위험지수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TARI) 점수는 평균 1.97±0.76(범위:1~5)점으로 

보고되었다. 

 

(2) 위험운전행동 

위험운전행동 3문항 중에서 ‚안전벨트를 얼마나 자주 착용합니까?‛라는 문항의 

경우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역변환을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항상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에 대답한 경우는 ‘위험운전행동’으로, ‘가끔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는 ‘안전운전행동’으로 이분화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50.9%가 근무 중 피로, 악천후 또는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지속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30.4%이며, 17.4%가 ‘자주’ 

또는 ‘항상’ 시속 16 km (10 miles)이상의 과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risky driving behaviors                          (N=161) 

Questions 
Risky driving 

n (%) 

Safe driving 

n (%) 

Constant driving despite fatigue, bad weather, 

or heavy traffic for your work? 

82(50.9) 

 

79(49.1) 

 

How often do you wear a seatbelt? 49(30.4) 112(69.6) 

How often do you drive 10miles (16km) per 

hour or more over the speed limit? 

28(17.4) 

 

1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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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사고 경험 

대상자의 약 절반 정도(44.7%)가 직업운전자로 근무경력 중 교통사고 기록이 

있었고, 24.8%가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24.2%는 지난 1주일동안 아차사고(a near miss)를 경험하였고, 지난 12개월동안 

41.6%가 교통법규 위반 고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Table 6>.  

 

Table 6.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experience                        (N=161) 

Questions n (%) 

In your career as an occupational driver, have you ever been in a recordable 

crash? 

72(44.7) 

 

   As a result of your most recent crash, did you suffer any injuries that 

required immediate medical attention? 

3(1.9) 

 

Any car crash experience within the past year? 40(24.8) 

During last week, have you had “a near miss”? 39(24.2) 

How many moving violations have you received while on duty in the last 12 

months? 

67(41.6) 

 

During the last 12 months, did you receive any non-crash injuries on your job 

for which you visited a doctor or other health professional? 

12(7.5) 

 

 



39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대부분이 남자로 성별에 따른 분석은 제외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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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traffic accident risk index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n  
TARI  

M±SD Z/x
2
(p) 

Age (years)a <60 117 2.01±0.74 -1.30(.19)† 

 ≥60 43 1.86±0.80  

Educationa Up to middle school 24 2.02±0.76 1.31(.52)‡ 

 High school 97 2.00±0.77  

 College or above 39 1.85±0.74  

Marital statusa Married 133 1.97±0.77 -0.04(.97)† 

 Not married 27 1.94±0.71  

Living arrangementa Living with others 139 1.99±0.76 -0.85(.38)† 

 Living alone 22 1.83±0.72  

Self-rated SES High 8 1.58±0.49 3.41(.18)‡ 

 
Middle 93 1.96±0.82  

Low 60 2.03±0.68  

BMI groupa Normal 35 2.12±0.84 2.50(.29)‡ 

 Overweight 41 1.83±0.69  

 Obese 82 1.99±0.75  

Smoking Yes 75 1.96±0.82 -0.63(.53)† 

 No 86 1.98±0.70  

Alcohol use Yes 102 1.96±0.79 -0.42(.67)† 

 No 59 1.98±0.69  

Regular exercise Yes 40 1.78±0.63 -1.61(.11)† 

 No 121 2.03±0.79  

Health check-up  Yes 112 2.02±0.78 -1.22(.22)† 

within 2 years No 49 1.85±0.70  

Note. TARI=Traffic accident risk index; SES=Socioeconomic status; BMI=Body mass index. aNon-
responses were excluded. †Mann-Whitney U test. ‡Kruskal 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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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험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대부분이 남자로 성별에 따른 분석은 제외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피로, 악천후 또는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운전을 지속하였는지 

여부는 연령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2
=4.64, p=.03). 

위험운전을 지속한 그룹 중 60세 미만은 80.5%, 60세 이상은 19.5%인 반면, 안전 

운전 그룹은 60세 미만은 65.4%, 60세 이상은 34.6%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고되었다. 그 외 다른 일반적 특성 변수들은 지속적 위험운전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속 여부는 나이 그룹(x2
=6.72, p=.01), 흡연 여부(x2

=8.41, p<.01)와 음주 

여부(x2
=9.82, p<.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과속을 

하는 그룹 중 60세 미만은 92.9%, 60세 이상은 7.1%인 반면, 과속을 하지 않는 

그룹은 60세 미만 68.9%, 60세 이상 31.1%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고되었다. 과속을 하는 그룹 중 흡연자는 71.4%, 비흡연자는 28.6%인 반면, 

과속을 하지 않는 그룹은 흡연자 41.4%, 비흡연자 58.6%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과속을 하는 그룹 중 음주자는 89.3%, 비음주자는 10.7%인 반면, 과속을 하지 않는 

그룹은 음주자 57.9%, 비음주자 42.1%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여부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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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risky driving behaviors and traffic accident experi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Constant risky driving, n (%) Not wearing a seatbelt, n (%) 

Risky  

(n=82) 

Safe  

(n=79) 
x

2
(p) 

Risky 

 (n=49) 

Safe 

 (n=112) 
x

2
(p) 

Age (years)a 
 <60 66(80.5) 51(65.4) 4.64(.03) 40(81.6) 77(69.4) 2.60(.11) 

 ≥60  16(19.5) 27(34.6)  9(18.4) 34(30.6)  

Educationa 
 Up to middle school 10(12.3) 14(17.7) 1.29(.52) 6(12.2) 18(16.2) 2.30(.32) 

 High school 49(60.5) 48(60.8)  34(69.4) 63(56.8)  

 College or above 22(27.2) 17(21.5)  9(18.4) 30(27.0)  

Marital statusa 
 Married 67(81.7) 66(84.6) 0.24(.62) 37(77.1) 96(85.7) 1.78(.18) 

 Not married 15(18.3) 12(15.4)  11(22.9) 16(14.3)  

Living arrangementa Living with others 71(86.6) 68(86.1) 0.01(.93) 40(81.6) 99(88.4) 1.32(.25) 

 Living alone 11(13.4) 11(13.9)  9(18.4) 13(11.6)  

Self-rated SES High 4(4.9) 4(5.1) 2.19(.37)† 2(4.1) 6(5.4) 0.16(.92) 

 Middle 43(52.4) 50(63.3)  28(57.1) 65(58.0)  

 Low 35(42.7) 25(31.6)  19(38.8) 41(36.6)  

BMI groupa 
 Normal 21(25.6) 14(18.4) 1.25(.54) 9(18.8) 26(23.6) 1.16(.56) 

 Overweight 21(25.6) 20(26.3)  11(22.9) 30(27.3)  

 Obese 40(48.8) 42(55.3)  28(58.3) 54(49.1)  

Smoking
 
 Yes 38(46.3) 37(46.8) 0.01(.95) 26(53.1) 49(43.8) 1.19(.28) 

 No 44(53.7) 42(53.2)  23(46.9) 63(56.3)  

Alcohol use
 
 Yes 55(67.1) 47(59.5) 1.00(.32) 30(61.2) 72(64.3) 0.14(.71) 

 No 27(32.9) 32(40.5)  19(38.8) 40(35.7)  

Regular exercisea 
 Yes  20(24.4) 20(25.3) 0.02(.90)  8(16.3) 32(28.6) 2.74(.10) 

 No 62(75.6) 59(74.7)  41(83.7) 80(71.4)  

Health check-up
 
 Yes 57(69.5) 55(69.6) <0.01(.99) 37(75.5) 75(67.0) 1.18(.28) 

within 2 years No 25(30.5) 24(30.4)  12(24.5) 37(33.0)  

Note. SES=socioeconomic status; BMI=Body mass index. aNon-responses were excluded.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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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161) 

Characteristics 

Speeding, n (%) 
Traffic accident experience within 1 

year, n (%) 

Risky 

(n=28) 

Safe  

(n=133) 
x

2
(p) 

Yes 

(n=40)  

No 

(n=121) 
x

2
(p) 

Age (years)a 
 <60 26(92.9) 91(68.9) 6.72(.01) 33(82.5) 84(70.0) 2.39(.12) 

 ≥60  2(7.1) 41(31.1)  7(17.5) 36(30.0)  

Educationa 
 Up to middle school 3(11.1) 21(15.8) 0.71(.70) 4(10.3) 20(16.5) 1.72(.42) 

 High school 16(59.3) 81(60.9)  27(69.2) 70(57.9)  

 College or above 8(29.6) 31(23.3)  8(20.5) 31(25.6)  

Marital statusa 
 Married 25(89.3) 108(81.8) 0.92(.42)† 32(80.0) 101(84.2) 0.37(.54) 

 Not married 3(10.7) 24(18.2)  8(20.0) 19(15.8)  

Living arrangementa Living with others 25(89.3) 114(85.7) 0.25 (.77)† 35(87.5) 104(86.0) 0.06(.80) 

 Living alone 3(10.7) 19(14.3)  5(12.5) 17(14.0)  

Self-rated SES High 1(3.6) 7(5.3) 1.25(.54) 1(2.5) 7(5.8) 2.70(.26) 

 Middle 14(50.0) 79(59.4)  20(50.0) 73(60.3)  

 Low 13(46.4) 47(35.3)  19(47.5) 41(33.9)  

BMI groupa 
 Normal 4(14.3) 31(23.8) 1.47(.48) 6(15.0) 29(24.6) 1.68(.43) 

 Overweight 7(25.0) 34(26.2)  12(30.0) 29(24.6)  

 Obese 17(60.7) 65(50.0)  22(55.0) 60(50.8)  

Smoking
 
 Yes 20(71.4) 55(41.4) 8.41(<.01) 15(37.5) 60(49.6) 1.77(.18) 

 No 8(28.6) 78(58.6)  25(62.5) 61(50.4)  

Alcohol use
 
 Yes 25(89.3) 77(57.9) 9.82(<.01) 28(70.0) 74(61.2) 1.01(.31) 

 No 3(10.7) 56(42.1)  12(30.0) 47(38.8)  

Regular exercise Yes 7(25.0) 33(24.8) <0.01(.98) 10(25.0) 30(24.8) <0.01(.98) 

 No 21(75.0) 100(75.2)  30(75.0) 91(75.2)  

Health check-up
 
 Yes 22(78.6) 90(67.7) 1.30(.25) 29(72.5) 83(68.6) 0.22(.64) 

within 2 years No 6(21.4) 43(32.3)  11(27.5) 38(31.4)  
Note. SES=socioeconomic status; BMI=Body mass index. a Non-responses were excluded.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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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교통사고 위험지수는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5.41, p<.01), 사후검정(Dunnett T3)을 실시한 결과, 버스(2.37±1.02)와 

트럭(2.06±0.67)그룹이 택시(1.58±0.53)그룹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높았으나, 

트럭, 건설업 차량, 버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Z=-2.19, p=.03). 

즉,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2.20±0.84)가 1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1.87±0.68)보다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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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traffic accident risk index by work-related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n 
TARI  

M±SD F/Z/ x
2 
(p) 

Vehicle types Truck
a
 79 2.06±0.67 5.41(<.01) 

 Construction vehicles
b
 40 1.79±0.73 (a,d>c)§ 

 Taxi
c
 21 1.58±0.53  

 Bus
d
 21 2.37±1.02  

Driving work  <10 44 1.92±0.71 2.66(.27)‡ 

experience (years) 10~20 66 2.08±0.75  

 >20 51 1.88±0.80  

Employment types Full-time 44 2.06±0.91 2.96(.23)‡ 

 Part-time 42 2.10±0.73  

 
Others (truck or mixer 

owners) 

75 

 

1.85±0.66 

 
 

Previous job
¶
 Yes 133 1.99±0.77 -0.36(.72)† 

 No 27 1.91±0.68  

Working hours per day ≤12 104 1.87±0.68 -2.19(.03)† 

(hours)
¶
 >12 55 2.20±0.84  

Break time per day ≤30  42 2.06±0.69 0.54(.65) 

(minutes) 31~60  57 1.98±0.71  

 60~120 27 1.96±0.78  

 ≥120  35 1.84±0.89  

Maximum constant  ≤120 28 2.01±0.67 0.51(.92)‡ 

driving time (minutes)
¶
 121~240 44 1.96±0.85  

 241~360 14 1.81±0.56  

 ≥361 67 1.96±0.72  

Working hours per week ≤40 33 1.81±0.67 1.30(.52)‡ 

(hours)
¶
 41~60 70 1.99±0.66  

 ≥61 50 2.05±0.90  

Note. TARI=Traffic Accident Risk Index. §Dunnett T3 test. 
¶
Non-responses were excluded. ‡Kruskal 

Wallis test.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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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험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피로, 악천후 또는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운전 여부는 일일 평균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시간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2
=13.41, 

p<.01; x2
=9.04, p=.01). 즉, 위험운전을 지속한 그룹 중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하 근무자는 51.9%, 12시간 초과 근무자는 48.1%인 반면, 위험운전을 

지속하지 않은 그룹은 일일 12시간 이하 근무자가 79.5%, 12시간 초과 근무자는 

20.5%로 그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 보고되었다. 또한, 위험운전 지속 그룹에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 근무자는 12.8%, 41~60시간 근무자는 46.2%, 61시간 이상 

근무자는 41.0%인 반면, 안전운전 지속 그룹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는 

30.7%, 41~60시간 근무자 45.3%, 61시간 이상 근무자 24.0%인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근무관련 특성들은 지속적 위험운전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운전차량 종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
=15.94, p<.01).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그룹 중 트럭운전자 44.9%, 

건설관련 차량운전자 32.7%, 택시 운전자 0.0%, 버스운전자 22.4%인 반면, 

안전벨트 착용을 하는 그룹은 트럭운전자 50.9%, 건설관련 차량운전자 21.4%, 

택시운전자 18.8%, 버스운전자 8.9%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근무관련 

특성들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속 여부는 일일 휴식시간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
=14.28, p<.01). 즉, 과속을 하는 그룹 중 일일 휴식 시간이 30분 이하는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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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분은 28.6%, 61~120분은 28.6%, 121분 이상은 0.0%인 반면, 과속을 하지 

않는 그룹 중 일일 30분 이하는 22.6%, 31~60분은 36.8%, 61~120분은 14.3%, 

121분 이상은 26.3%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근무관련 특성들은 과속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여부는 근무경력(x2
=6.87, p=.03)과 이직 

경험(x2
=5.36, p=.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통사고 경험 

그룹에서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은 35.0%, 10~20년은 50.0%, 20년 초과는 

15.0%인 반면, 교통사고 미경험 그룹에서는 근무경력이 10년 미만 24.8%, 10~20년 

38.0%, 20년 초과는 37.2%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경험 그룹 중에서 

이직 경험자는 95.0%인 반면, 교통사고 미경험 그룹은 79.2%로 이직 경험자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근무관련 특성들은 

교통사고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8 

 

Table 10. Differences in risky driving behaviors and traffic accident experience by work-related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Constant risky driving, n (%) Not wearing a seatbelt, n (%) 

Risky  

(n=82) 

Safe  

(n=79) 
x

2
(p) 

Risky 

 (n=49) 

Safe 

 (n=112) 
x

2
(p) 

Vehicle types
 
 Truck 37(45.1) 42(53.2) 4.38(.22) 22(44.9) 57(50.9) 15.94(<.01) 

 Construction vehicle 25(30.5) 15(19.0)  16(32.7) 24(21.4)  

 Taxi 8(9.8) 13(16.5)  0(0.0) 21(18.8)  

 Bus 12(14.6) 9(11.4)  11(22.4) 10(8.9)  

Driving work  <10 28(34.1) 16(20.3) 3.98(.14) 11(22.4) 33(29.5) 0.90(.64) 

experience (years) 10~20 31(37.8) 35(44.3)  22(44.9) 44(39.3)  

 >20 23(28.0) 28(35.4)  16(32.7) 35(31.3)  

Employment types
 
 Full-time 22(26.8) 22(27.8) 2.98(.23) 11(22.4) 33(29.5) 1.17(.56) 

 Part-time 26(31.7) 16(20.3)  15(30.6) 27(24.1)  

 
Others (truck or 

mixer owners) 

34(41.5) 

 

41(51.9) 

 

 23(46.9) 52(46.4)  

Previous joba Yes 72(87.8) 61(78.2) 2.62(.11) 42(85.7) 91(82.0) 0.34(.56) 

 No 10(12.2) 17(21.8)  7(14.3) 20(18.0)  

Working hours per day ≤12 42(51.9) 62(79.5) 13.41(<.01) 28(57.1) 76(69.1) 2.14(.14) 

(hours)a >12  39(48.1) 16(20.5)  21(42.9) 34(30.9)  

Break time per day  ≤30  26(31.7) 16(20.3) 4.22(.24) 17(34.7) 25(22.3) 4.43(.22) 

(minutes) 31~60  30(36.6) 27(34.2)  14(28.6) 43(38.4)  

 61~120 12(14.6) 15(19.0)  10(20.4) 17(15.2)  

 ≥121  14(17.1) 21(26.6)  8(16.3) 27(24.1)  

Maximum constant  ≤120 11(14.5) 17(22.1) 6.38(.10) 9(18.4) 19(18.3) 0.98(.81) 

driving time (minutes)a 121~240 18(23.7) 26(33.8)  12(24.5) 32(30.8)  

 241~360 6(7.9) 8(10.4)  4(8.2) 10(9.6)  

 ≥361 41(53.9) 26(33.8)  4(49.0) 43(41.3)  

Working hours per  ≤40 10(12.8) 23(30.7) 9.04(.01) 6(12.8) 27(25.5) 3.11(.21) 

week (hours)a 41~60 36(46.2) 34(45.3)  24(51.1) 46(43.4)  

 ≥61 32(41.0) 18(24.0)  17(36.2) 33(31.1)  
Note. aNon-responses were excluded.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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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N=161) 

Characteristics 
Speeding, n (%) 

Traffic accident experience within 1 
year, n (%) 

Risky  
(n=28) 

Safe 
(n=133) 

x
2
(p) 

Yes 
(n=40) 

No 
(n=121) 

x
2
(p) 

Vehicle types
 
 Truck 15(53.6) 64(48.1) 7.28(.06)† 21(52.5) 58(47.9) 4.40(.22) 

 Construction vehicle 11(39.3) 29(21.8)  13(32.5) 27(22.3)  

 Taxi 1(3.6) 20(15.0)  2(5.0) 19(15.7)  

 Bus 1(3.6) 20(15.0)  4(10.0) 17(14.0)  

Driving work  <10 11(39.3) 33(24.8) 2.92(.23) 14(35.0) 30(24.8) 6.87(.03) 

experience (years) 10~20 11(39.3) 55(41.4)  20(50.0) 46(38.0)  

 >20 6(21.4) 45(33.8)  6(15.0) 45(37.2)  

Employment types
 
 Full-time 5(17.9) 39(29.3) 3.48(.18) 7(17.5) 37(30.6) 2.73(.26) 

 Part-time 11(39.3) 31(23.3)  11(27.5) 31(25.6)  

 
Others (truck or 

mixer owners) 

12(42.9) 

 

63(47.4) 

 
 

22(55.0) 

 

53(43.8) 

 
 

Previous joba Yes 24(85.7) 109(82.6) 0.16(.78)† 38(95.0) 95(79.2) 5.36(.02) 

 No 4(14.3) 23(17.4)  2(5.0) 25(20.8)  

Working hours per day ≤12 15(53.6) 89(67.9) 2.11(.15) 25(62.5) 79(66.4) 0.20(.65) 

(hours)a >12  13(46.4) 42(32.1)  15(37.5) 40(33.6)  

Break time per day  ≤30  12(42.9) 30(22.6) 14.28(<.01) 14(35.0) 28(23.1) 5.41(.14) 

(minutes) 31~60  8(28.6) 49(36.8)  16(40.0) 41(33.9)  

 61~120 8(28.6) 19(14.3)  6(15.0) 21(17.4)  

 ≥121  0(0.0) 35(26.3)  4(10.0) 31(25.6)  

Maximum constant  ≤120 3(11.5) 25(19.7) 2.28(.51)† 11(28.2) 17(14.9) 5.00(.17) 

driving time (minutes)a 121~240 6(23.1) 38(29.9)  7(17.9) 37(32.5)  

 241~360 2(7.7) 12(9.4)  4(10.3) 10(8.8)  

 ≥361 15(57.7) 52(40.9)  17(43.6) 50(43.9)  

Working hours per  ≤40 3(11.5) 30(23.6) 2.35(.31) 8(20.5) 25(21.9) 0.82(.66) 

week (hours)a 41~60 12(46.2) 58(45.7)  16(41.0) 54(47.4)  

 ≥61 11(42.3) 39(30.7)  15(38.5) 35(30.7)  
Note. aNon-responses were excluded.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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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과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 경험 여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피로,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건강상태와 위험운전행동 및 

교통사고 경험 여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피로, 악천후,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 자각피로도, 수면의 질과 주간졸림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전자 자각피로도는 지속적 위험운전 그룹(13.10±8.09)에서 더 높고(Z=-2.35, 

p=.02), 수면의 질은 지속적 위험운전 그룹의 점수(6.15±2.77)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점수(5.18±2.81)보다 높아 지속적 위험운전 그룹의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Z=-2.28, p=.02). 주간졸림증은 지속적 위험운전 그룹 

(6.65±3.65)이 안전운전 그룹(5.10±2.66)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Z=-

2.86, p<.01). 하지만, 신체적 건강상태 및 정신적 건강상태는 지속적 위험운전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운전자 자각피로도, 수면의 질, 정신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전자 자각피로도는 안전벨트 미착용 그룹 

(15.08±6.95)이 안전벨트 착용 그룹(10.02±7.69)보다 더 높고(Z=-4.06, p<.01), 

수면의 질은 안전벨트 미착용 그룹(6.49±2.94)이 안전벨트 착용 

그룹(5.31±2.70)보다 더 낮았고(Z=-2.72, p=.01), 정신적 건강상태는 안전벨트 

미착용 그룹(46.77±7.42)이 안전벨트 착용 그룹(50.51±8.23)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t=-2.73, p=.01). 하지만, 주간졸림증, 신체적 건강상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전시 16 km (10 miles) 이상 과속 여부’와 운전자 자각피로도,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정신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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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피로도는 과속 운전 그룹(14.57±7.46)이 비과속 운전 그룹(10.92±7.7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Z=-2.33, p=.02), 수면의 질은 과속 운전 

그룹(7.04±2.73)이 비과속 운전 그룹(5.38±2.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Z=-

2.99, p<.01). 주간졸림증은 과속 운전 그룹(7.54±2.82)이 비과속 운전 

그룹(5.54±3.28)보다 더 심하고(Z=-3.38, p<.01), 정신적 건강상태는 과속 운전 

그룹(45.88±8.02)이 비과속 운전 그룹(50.11±8.02)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t=-2.54, p=.01). 하지만, 신체적 건강상태는 과속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교통사고 경험 여부’는 수면의 질과 주간졸림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전자가 보고한 수면의 질은 교통사고 경험 

그룹(7.15±3.34)이 교통사고 미경험 그룹(5.18±2.46)보다 더 낮았으며(Z=-3.10, 

p<.01), 주간졸림증은 교통사고 경험 그룹(7.13±2.68)이 교통사고 미경험 그룹 

(5.48±3.37)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Z=-3.01, p<.01). 하지만, 운전자 

자각피로도,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는 교통사고 경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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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s in fatigue, quality of sleep, daytime sleepiness, and health status by risky driving behaviors and traffic 

accident experience                                                                                 (N=161)  

Characteristics 

Constant risky driving,  

M±SD 
Z/t(p) 

Not wearing a seatbelt,  

M±SD 
Z/t(p) 

Risky  

(n=82) 

Safe,  

(n=79) 

Risky 

 (n=49) 

Safe 

 (n=112) 

Fatigue (range:0~40) 13.10±8.09 9.96±7.21 -2.35(.02)† 15.08±6.95 10.02±7.69 -4.06(<.01)† 

PSQI (range:0~21) 6.15±2.77 5.18±2.81 -2.28(.02)† 6.49±2.94 5.31±2.70 -2.72(.01)† 

KESS (range:0~24) 6.65±3.65 5.10±2.66 -2.86(<.01)† 6.16±2.68 5.77±3.52 -0.97(.33)† 

Health status       

 PCS (range:0~100) 48.87±6.48 49.03±6.43 -0.24(.81)† 49.38±7.35 48.77±6.02 -0.96(.34)† 

 MCS (range:0~100) 48.54±8.18 50.23±8.09 -1.32(.19) 46.77±7.42 50.51±8.23 -2.73(.01) 

Characteristics 

Speeding,  

M±SD 
Z/t(p) 

Traffic accident experience 

within 1 year, M±SD 
Z/t(p) 

Risky 

(n=28) 

Safe   

(n=133) 

Yes 

(n=40) 

No 

(n=121) 

Fatigue (range:0~40) 14.57±7.46 10.92±7.76 -2.33(.02)† 13.40±7.31 10.95±7.90 -1.87(.06)† 

PSQI (range:0~21) 7.04±2.73 5.38±2.77 -2.99(<.01)† 7.15±3.34 5.18±2.46 -3.10(<.01)† 

KESS (range:0~24) 7.54±2.82 5.54±3.28 -3.38(<.01)† 7.13±2.68 5.48±3.37 -3.01(<.01)† 

Health status       

 PCS (range:0~100) 48.35±7.26 49.08±6.27 -0.70(.49)† 49.01±6.46 48.93±6.46 -0.07(.95) 

 MCS (range:0~100) 45.88±8.02 50.11±8.02 -2.54(.01) 47.27±8.61 50.07±7.91 1.90(.06)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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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와 피로 및 수면관련 건강 특성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와 피로,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와 운전자 자각피로도,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적 건강상태 및 정신적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r=.49, p<.01),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r=.36, p<.01), 주간졸림증이 

심할수록(r=.45, p<.01),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17, p<.05),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33, p<.01)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주요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 자각피로도는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r=.48, p<.01) 주간졸림증이 

심할수록(r=.47, p<.01),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r=-.28, p<.01),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27, p<.01)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아졌다.  

수면의 질은 주간졸림증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간졸림증이 심할수록(r=.43, p<.01),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32, p<.01),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47, 

p<.01) 수면의 질은 낮아졌다. 주간졸림증은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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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05),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r=-.32, p<.01) 주간졸림증이 심해졌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r=.17, p<.05)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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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tudy variables                          (N=161) 

  TARI Fatigue PSQI KESS PCS MCS 

TARI 1 
  

  
 

Fatigue .49
**

 1 
 

  
 

PSQI .36
**

 .48
**

 1   
 

KESS .45
**

 .47
**

 .43
**

 1  
 

PCS -.17
*
 -.28

**
 -.32

**
 -.19

*
 1 

 
MCS -.33

**
 -.27

**
 -.47

**
 -.32

**
 .17

*
 1 

Note. TARI =Traffic Accident Risk Index;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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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수(TARI)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위험운전행동 3개와 

교통사고 경험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통사고 위험성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대상자의 연령,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운전 차량 종류, 근무 경력, 

이직 경험, 하루 평균 근무시간, 휴식시간, 주간 평균 근무시간, 운전자 자각피로도,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와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근무경력과 이직경험, 휴식시간, 주간 평균 근무시간을 분석시 제외하였고, 정신적 

건강상태와 같은 도구의 하부영역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높고,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신체적 건강상태를 최종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독립변수는 나이 2그룹(60세 기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운전 

차량 종류(택시/버스/트럭과 건설업 차량), 하루 평균 근무시간 2그룹(12시간 기준), 

자각피로도, 수면의 질, 과다 주간졸림증 여부(10점 기준), 정신적 건강상태이다. 

최종 11개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가 10이상인 변수는 없었으며, 11번째 상태지수는 29.72로 상태지수가 

30이상이거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0.8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확인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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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교통사고 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TARI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분석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R
2
=.392, adjusted R

2
=.35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9.49, p<.01).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전차량 종류가 버스인 

경우(β=0.27, p<.01), 운전자 자각피로도(β=0.29, p<.01),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β=0.22, p<.01), 정신적 건강상태(β=-0.18, p=.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택시운전자보다는 버스운전자일수록,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거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8 

 

Table 13. Factors associated with traffic accident risk index                   (N=161)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2.11 0.46  4.62(<.01) 

Age group (years)     

<60 (Ref.)    

≥60  -.11 0.12 -0.07 -0.90(.37) 

Smoking     

No (Ref.)    

Yes -0.09 0.10 -0.06 -0.86(.39) 

Alcohol use     

No (Ref.)    

Yes -0.01 0.10 -0.01 -0.09(.93) 

Vehicle type     

  Taxi (Ref.)    

  Bus 0.59 0.20 0.27 3.00(<.01) 

Truck/construction vehicle  0.24 0.15 0.14 1.53(.13) 

Working hours per day     

≤ 12 hours (Ref.)    

>12hours 0.19 0.11 0.12 1.77(.08) 

Fatigue 0.03 0.01 0.29 3.76(<.01) 

PSQI 0.02 0.02 0.07 0.82(.42) 

KESS     

  Normal (≤10) (Ref.)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10) 
0.65 0.20 0.22 3.16(<.01) 

MCS -0.02 0.01 -0.18 -2.42(.02) 

 R
2
 = .392     Adj. R

2
 = .351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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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험운전행동 3가지          

(1) 위험운전 지속 여부, (2)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3) 과속 여부 질문에 대해 

이분화된 각각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위험운전 지속 여부 영향 요인 

 

‘피로, 악천후,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지속적 위험운전 여부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
2
=.182, Negelkerke R

2
=.2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
=31.67, p<.01). 대상자가 하루 평균 12시간 이하 근무하는 그룹보다 

12시간 초과 근무하는 그룹이거나(OR=3.79, 95% CI=1.75-8.22),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OR=10.11, 95% CI=1.10-92.68), 위험운전 지속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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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 of constant risky driving              (N=161) 

Variables Wald SE OR p-value 95% CI 

Age group (years)      

<60 (Ref.)     

≥60  1.67 0.44 0.56 .20 0.24-1.34 

Smoking      

No (Ref.)     

Yes 0.77 0.37 0.72 .38 0.35-1.50 

Alcohol use      

No (Ref.)     

Yes 0.82 0.38 1.41 .36 0.67-2.93 

Vehicle type      

  Taxi (Ref.)     

  Bus 0.95 0.74 2.05 .33 0.48-8.68 

Truck/construction vehicle  1.26 0.57 1.89 .26 0.62-5.78 

Working hours per day      

≤ 12 hours (Ref.)     

>12hours 11.39 0.39 3.79 <.01 1.75-8.22 

Fatigue 0.71 0.03 1.02 .40 0.97-1.08 

PSQI 1.55 0.08 1.10 .21 0.94-1.29 

KESS      

  Normal (≤10) (Ref.)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10) 
4.19 1.13 10.11 .04 1.10-92.68 

MCS 0.38 0.03 1.02 .54 0.97-1.07 

 Cox & Snell R
2
 = .182,     Nagelkerke R

2
 = .242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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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15>과 같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
2
=.269, Negelkerke R

2
=.3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

=49.61, 

p<.01). 직업운전자의 자각피로도가 높아질수록(OR=1.09, 95% CI=1.02-1.15),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OR=0.92, 95% CI=0.86-0.98),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확률이 더 높았다.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OR=0.06, 95% CI=0.01-

0.46),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확률이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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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 of not wearing a seatbelt              (N=161) 

Variables Wald SE OR p-value 95% CI 

Age group (years)      

<60 (Ref.)     

≥60  1.97 0.55 0.46 .16 0.16-1.36 

Smoking      

No (Ref.)     

Yes 0.52 0.42 1.36 .47 0.59-3.11 

Alcohol use      

No (Ref.)     

Yes 1.65 0.44 0.57 .20 0.24-1.34 

Vehicle type      

  Taxi (Ref.)     

Bus 

 

<0.01 

 

8257.51 

 

2673917183.53 

 

>.99 

 

Unable to 

specify 

Truck/construction vehicle 

 

<0.01 

 

8257.5 

 

664612113.98 

 

>.99 

 

Unable to 

specify 

Working hours per day      

≤12 hours (Ref.)     

>12hours 0.43 0.44 1.33 .51 0.57-3.12 

Fatigue 7.50 0.03 1.09 .01 1.02-1.15 

PSQI 0.03 0.09 1.01 .87 0.85-1.20 

KESS      

  Normal (≤10) (Ref.)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10) 
7.42 1.00 0.06 .01 0.01-0.46 

MCS 7.17 0.03 0.92 .01 0.86-0.98 

 Cox & Snell R
2
 = .269     Nagelkerke R

2
 = .379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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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과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과속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과속 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
2
=.231, Negelkerke R

2
=.3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

=41.52, p<.01). 

흡연자(OR=4.25, 95% CI=1.46-12.38)가 비흡연자보다, 음주자(OR=7.38, 95% 

CI=1.86-29.30)가 비음주자에 비해 과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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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 of speeding                       (N=161) 

Variables Wald SE OR p-value 95% CI 

Age group (years)      

<60 (Ref.)     

≥60  1.08 0.84 0.42 .30 0.08-2.17 

Smoking      

No (Ref.)     

Yes 7.03 0.55 4.25 .01 1.46-12.38 

Alcohol use      

No (Ref.)     

Yes 8.07 0.70 7.38 <.01 1.86-29.30 

Vehicle type      

  Taxi (Ref.)     

  Bus 0.31 1.65 0.40 .58 0.02-10.09 

Truck/construction vehicle  1.74 1.17 4.71 .19 0.47-46.99 

Working hours per day      

≤12 hours (Ref.)     

>12hours 0.78 0.54 1.61 .38 0.56-4.64 

Fatigue 2.02 0.04 1.06 .16 0.98-1.14 

PSQI 2.00 0.11 1.17 .16 0.94-1.47 

KESS      

  Normal (≤10) (Ref.)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10) 
0.19 0.93 1.50 .66 0.24-9.28 

MCS 0.12 0.04 0.99 .73 0.92-1.06 

 Cox & Snell R
2
 = .231     Nagelkerke R

2
 = .381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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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교통사고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교통사고 경험 여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
2
=.138, Negelkerke R

2
=.2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x2

=23.45, 

p=.01).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OR=1.29, 95%CI=1.08-1.54),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 경험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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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 of traffic accident experience within 1 year  

(N=161) 

Variables Wald SE OR p-value 95% CI 

Age group (years)      

<60 (Ref.)     

≥60  0.54 0.53 0.68 .46 0.24-1.91 

Smoking      

No (Ref.)     

Yes 3.25 0.42 0.47 .07 0.21-1.07 

Alcohol use      

No (Ref.)     

Yes 0.58 0.44 1.39 .45 0.59-3.27 

Vehicle type      

  Taxi (Ref.)     

  Bus 0.48 1.02 2.03 .49 0.27-15.13 

Truck/construction vehicle  2.40 0.84 3.67 .12 0.71-19.03 

Working hours per day      

≤12 hours (Ref.)     

>12hours 0.62 0.44 1.41 .43 0.60-3.34 

Fatigue 0.23 0.03 0.99 .63 0.93-1.05 

PSQI 8.14 0.09 1.29 <.01 1.08-1.54 

KESS      

  Normal (≤10) (Ref.)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10) 
0.91 0.75 2.05 .34 0.47-8.89 

MCS 0.00 0.03 1.00 .99 0.95-1.06 

 Cox & Snell R
2
 = .138     Nagelkerke R

2
 = .204 

Not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ESS=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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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운전자의 

피로,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건강상태의 특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택시 운전자보다는 버스 운전자인 

경우,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거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거나,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 위험운전을 지속할 확률이 더 

높았고,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안전벨트를 미착용 할 

확률이 높았다.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운전자가 과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 경험을 할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피로 및 수면 관련 특성과 교통사고 위험성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자각피로도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위험운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운전자의 높은 자각피로도가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준다는(조가희 & 이명선, 2014; Bener et al., 2017; Meng et al., 2015; Smith, 

2016; Zhang & Chan, 2014)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운전 중 피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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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졸음운전을 경험하는 경우 쉬어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직업운전자들이 운전 중 피로를 느낄 때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를 이용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근무 중 충분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운전자들은 주어진 시간내에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졸음운전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원영 & 오주석, 2014). 

유사 직업군으로 비행기 승무원의 경우, 피로위험관리제도(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를 마련하여 단순히 비행 및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항공 안전 확보와 안전성과(safety 

outcome) 달성을 위해 제도적 운영을 하고 있다(이구희 & 황호원, 2012). 

직업운전자들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기준이 최근 마련되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최소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17b).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개인의 휴식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을수록(β=0.22, p<.01) 교통사고 위험지수 

점수가 높아지고, 위험운전을 지속할 확률이(OR=10.11, 95% CI=1.10-92.68)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을수록(OR=1.72, 95% 

CI=1.36-2.18)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Zhang과 Chan(2014)의 메타분석 

결과와 Heaton 등(2008)의 연구 결과(OR=2.14, 95% CI=1.29-3.60)와 일치한다. 

하지만, 국내 화물운전자 대상으로 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7)의 연구에서 

주간졸림증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와 상반되어, 국내 직업운전자를 

대상으로 주간졸림증이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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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졸음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Bangal & Bangal, 2014; Bowman et al., 

2012; Choi et al., 2012; Jung et al., 2014)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눈의 깜빡임이나 얼굴의 표정을 센서 카메라로 감지하여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알림을 차량에 장착(Bangal & Bangal, 2014; Bowman et al., 2012; Choi et al., 

2012), 심박수를 측정하여 졸음운전을 감지하는 방법(Jung et al., 2014) 등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운전 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차량에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들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해당 기관은 직업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일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다 주간졸림증이 있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0.06, 95% CI=0.01-0.46). 이 결과는 직업운전자가 

주간졸림증이 심한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에 더 신경을 써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미국 트럭 운전자 대상의 Chen 등(2015a)의 

연구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 경험이 있거나, 운수업체의 안전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안전벨트 착용 법규 부재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의식이 낮을수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30.4%가 운전 중 안전벨트를 ‘전혀’ 또는 ‘가끔’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안전벨트 착용에 여부에 대한 같은 문항에 미국 트럭 운전자들의 응답 

결과는 13.8%이었고(Chen et al., 2015a), 2017년 국내 전체 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13.4%인 것으로 보고되어(한국교통안전공단, 2017a), 본 연구에 참여한 

직업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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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국내 시내버스 중 노후된 차량은 안전벨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안전벨트 

착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17a).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지만(Chen et al., 2015a), 안전벨트가 없어서 착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국내 직업운전자 차량에 안전벨트 설치 점검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상태보다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교통사고 위험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업운전자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김희량 등, 2014; Lee et al., 2010), 최원선 등(2011)의 연구에서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갈등을 경험한 버스운전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들 운전자의 우울 증상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운전의 

특성상 근무 중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적고, 안전문제와 직결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다(Hilton et al., 2009; Shattell 

et al., 2012). Hilton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통사고나 아차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OR=4.5-5.0). 하지만, 

국내 직업운전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직업운전자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특화된 방안은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업운전자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OR=1.29, 95%CI=1.08-1.54)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면의 질이(β=-0.72, p<.01)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준다는 Lemke 등(2016)의 연구와 일반인 대상의 Stu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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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3)의 졸음운전을 경험할 확률(OR=11.32, 95% CI=4.12-31.10)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Heaton et al., 2008; Lemke et al., 2016), 

수면시간은 수면의 질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Lemke et al., 2016). 특히, 

직업운전자들은 불규칙한 근무일정에 따라 주로 일을 하며, 비근무일에 비해 근무일 

동안 총 수면시간이 적고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emke et al., 2016). 

여러 선행연구에서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수면제 복용의 약물적 

방법보다는 운동, 인지행동치료, 마사지 또는 빛 치료 등과 같은 비약물적 

방법(Mitchell, Gehrman, Perlis, & Umscheid, 2012; Montgomery & Dennis, 2004; 

Sarris & Byrne, 2011; Yang, Ho, Chen, & Chien, 2012)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불규칙한 근무 일정을 가진 직업운전자들의 낮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적 요법 및 비약물적 방법을 고려한 직업운전자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중재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무관련 특성과 교통사고 위험성 

 

택시운전자보다 버스(β=0.27, p<.01)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단변량 분석에서도 트럭(2.06±0.67)과 

버스(2.37±1.02)그룹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수가 택시(1.58±0.53) 운전자보다 

높았고(F=5.41, p<.01), 버스운전자들의 안전벨트 미착용 비율(22.4%)이 안전벨트 

착용하는 비율(8.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Zhang 등(2016)의 

연구에서도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률(OR=1.57, 95% 

CI=1.17-2.12)이 다른 차량종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트럭과 택시 



72 

 

운전자 대상의 Meng 등(2015)의 연구에서도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운전 피로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는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클 것으로 생각되며, 트럭의 경우에도 차량의 

규모가 크고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Meng et al., 2015)으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운수업 차량 종류에 따라 근무 스케줄 및 일일 근무시간과 

같은 근무관련 특성이 다르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도 다르므로(Meng et al., 2015), 

각 운전차량 종류별로 근무 특성을 상세히 반영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절반 이상(52.9%)이 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전을 

지속하였고, 대상자의 2/3 이상(78.4%)이 주당 평균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운전을 

지속할 확률이 높았다.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수록(β=0.62, p<.01) 운전 

수행능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고(Lemke et al., 2016), 장시간의 운전과 충분하지 않은 

휴식시간은 졸음운전을 유발하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이원영 & 오주석, 2014; Anderson & Horne, 2013; Philip 

et al., 2005; Stutts et al., 2003). 또한, Chen과 Xie(2014)은 짧지만 잦은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직업운전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로상태를 줄이고, 운전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업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과 

휴식시간 및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The Hours of 

Service of Drivers’연방법에 의하면, 화물 직업운전자는 8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하고, 10시간 연속 비번 후에만 최대 11시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Federal Motor Carri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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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of the USA, 2017). 유럽연합에서는 직업운전자가 연속 최대 

4.5시간을 운전하고 4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하루 9시간을 초과 운전할 수 

없다(Department for Transport of UK, 2014)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직업운전자의 운전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다가, 

2017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되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의 정착을 위해 

장시간 운전과 불충분한 휴식시간의 위험성에 대한 운수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및 강화하고, 운수업체들이 

직업운전자들의 피로완화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운전시간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교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겠다.  

 

3. 일반적 특성과 교통사고 위험성 

 

흡연을 하거나(OR=4.25, 95% CI=1.46-12.38), 음주를 하는 경우(OR=7.38, 

95% CI=1.86-29.30), 과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75.2%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업운전자들의 문제 음주율과 흡연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Chon et al., 2010; Sieber et al., 2014). 국내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업종별 건강행태를 비교한 Chon 등(2010)의 연구에서 운수업 

종사자들의 문제 음주율(OR=2.93, 95%CI=1.86-4.60)과 흡연율(OR=1.84, 

95%CI=1.21-2.79)이 제조업을 비롯해 상업, 건설업과 같은 타 직종보다도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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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화물트럭 운전자들도 일반성인에 비해 현재 흡연율(51% vs 

19%, p<.01)이 훨씬 높았다(Sieber et al., 2014).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보고한 유병질환 중 고혈압(52.9%), 

당뇨(22.9%)와 위장질환(2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국내 남성 

직업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질환 및 당뇨의 

유병률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김은영 & 황선영, 2011; 유현목, 2015). 특히, 

직업운전자들은 일반 성인보다 당뇨 및 고혈압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진화 & 최경임, 2013; Sieber et al., 2014). 흡연과 음주, 운동은 

대표적인 건강행위 지표로 만성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WHO, 2015), 

변화 가능한 생활습관이다. 건강행위를 개선은 직업운전자들의 주요 질환인 당뇨, 

고혈압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HO, 2015). 따라서, 

직업운전자들의 금연 교육, 음주 감소, 규칙적 운동의 생활화를 포함한 건강행위 증진 

교육 제공 및 적극적인 관리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강영중, 김은아, 엄희수, 최보화, & 명준표,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69.6%가 지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7%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86.6%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강영중 등, 2015), 

사업장 규모가 작아 보건관리자가 배치의 의무가 없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직업운전자들의 건강검진률을 높이고, 건강행위를 증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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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들이 보건관리대행업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고, 특히, 생계형 고령운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나이가 듦에 따라 장기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퇴직 후에 생계를 위해서 연령 제한이 비교적 약한 

운전직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직업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은 53.03±9.42세로 50~59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38.8%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인 경우도 26.9%로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현재 국내 직업운전자 중 60세 이상은 약 50%를 차지하였고(유현목 

& 김병용, 2016; 통계청, 2017b), 택시 운전자의 경우 60세 이상 종사자가 전체 

택시 운전자 중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여, 직업운전자의 연령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청(2016)의 2015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율이 약 30% 정도 높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또한 2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에 

의해 직업운전직 종사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김영순과 윤가현(2014)의 

연구에서 주장하였다. 특히, 앞으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기능수행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 운전정밀적성검사를 개발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영순 & 윤가현, 2014; Chan 

& Ch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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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택시, 버스, 트럭, 건설업 관련 차량 등 다양한 직업운전자를 모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각 직업별로 가진 근무관련 특성이 달라 연구결과를 

직업운전자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제한적이다. 버스와 택시는 1일 2교대 근무나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적인 반면, 트럭이나 건설업 관련 

차량은 근무시간은 일정하게 고정적인 편이었다. 따라서, 운전 차량 종류별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대상자를 모집한 제한점이 있다.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전국에 있는 각각의 운수업 종류에 따라 3-4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도하였으나, 업체 담당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자료수집이 가능한 

운수업체를 선정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직업운전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어 확률적 표집방법을 이용한 추가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직업운전자의 피로,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 건강상태와 교통사고 

위험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연구로, 각 변수간의 인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직업운전자의 피로 및 

수면관련 건강을 향상하는 중재 적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반복 측정을 통해 더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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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휴식시간 전까지의 

연속 운전 시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대상자마다 이해 정도가 달라 원래 의도한 

조사내용보다 하루 평균 최장 운전시간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이 변수의 편차가 

매우 커서 실제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에 대한 평가는 자가보고이며, 수면시간에 대한 자료는 

평균시간으로만 국한하여 수집되어, 수면 특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제한점이 있다. 

실제 직업운전자의 근무 특성상 근무 전날과 비근무일의 수면양상이 차이가 있어, 

근무일과 비근무일을 구분하여 수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수면의 

시간이나 패턴에 대한 객관적인 수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수면기록기 등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업운전자의 연속운전시간에 대한 법안이 

마련이 되어 시행되고 있고, 직업운전자의 실제 연속운전시간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운전자의 휴식시간 전까지 정확한 연속운전시간과 휴식시간의 특성,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따른 수면양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인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5) 교통사고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수와 

위험운전행동 3문항, 교통사고 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두고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확인하는데 각각의 영향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를 통합하여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교통사고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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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직업운전자들의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이 교통사고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운전자가 높은 

자각피로도, 심한 주간졸림증, 낮은 수면의 질,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하거나, 운전 차량 종류가 버스인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또는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운전자 직업 특성에 

알맞은 피로 관리, 수면의 질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 간호중재안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직업 환경을 고려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 해당 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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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연구의 의의 

 

1.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간호학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직업운전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강취약 계층 대상자의 확대와 피로 및 수면관련 특성에 대한 통합적 조사 접근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건강취약 대상자의 연구를 통하여 간호 연구 영역을 확대시키고,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및 이론 구축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직업운전자의 피로, 수면의 질, 주간졸림증과 정신적 건강상태가 

교통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또는 임상 간호 

실무자들이 건강옹호자로써 대상자의 직업운전자 직업 특성에 따른 피로 및 수면관련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직업 특성에 알맞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운전자의 피로 관리 및 수면 

건강증진을 포함한 교육 및 중재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정책 측면 

 

국내에서 직업운전자의 운전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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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으나, 정책이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로 

및 수면관련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및 관리 대책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업운전자의 피로 관리 및 수면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직업운전자의 피로 관리 및 수면건강을 증진하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직업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직업운전자들의 피로 및 수면 관련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보건 간호 관리자의 역할의 필요성을 제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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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간졸림증, 피로, 수면, 

건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직업특성을 고려한 보건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고, 응답 내용은 

무기명 처리하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거나 느낀 것에 대하여 귀하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장시간 운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운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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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 다음 문항의 해당란에 V표를 하시거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졸림 정도 

단순한 피곤함과는 다르게 다음의 상황에서 얼마나 깜빡 졸거나 혹은 

잠들어버릴 것 같습니까? (최근의 일상생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최근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해당하는 항목에 한 

개씩만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깜빡 졸 가능성 

전혀 

졸리

지 

않다 

0 

조금 

졸리

다 

 

1 

상당

히 

졸리

다 

2 

매우 

많이 

졸리

다 

3 

1 
앉아서 책(신문, 잡지, 서류 등)을 읽을 

때 
    

2 TV 볼 때     

3 
공공장소(모임, 극장 등)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4 

정차 없이 1 시간 동안 운행 중인 

차(자동차, 버스, 열차)에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5 
오후에 주위 상황이 허락되어 쉬려고 

누워 있을 때 
    

6 앉아서 상대방과 이야기 할 때     

7 
반주를 곁들이지 않은 점심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8 
교통혼잡으로 몇 분 동안 멈춰선 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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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운전자 자각피로 평가 

※ 다음은 귀하의 운전 중 느끼는 피로의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당란에 

V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움직임이 둔하다      

2 판단력이 흐려진다      

3 집중이 잘 안된다 
     

4 

커브 길에서의 기어변속이나 

핸들조작과 같은 연속적인 

작동에서 능숙도가 떨어진다 

     

5 
교통 표지를 민첩하게 

감지하지 못한다 

     

6 다리가 아프다 
     

7 발이 뻐근하다 
     

8 근육에 통증이 있다 
     

9 관절이 아프다 
     

10 허리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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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질 

※다음은 지난 한달 동안의 귀하의 평상시 수면습관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주로  

1.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오전/오후      시        분 

2. 밤마다 잠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시간         분 

3.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오전/오후       시       분 

4. 실제로 잠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시간         분 

5. 다음과 같은 문제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자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난달한

번도 

없음  

주당 

1회 

미만 

주당  

1
_
2회 

정도  

주당 

3회 

이상 

1) 30 분 이내로 잠들 수 없었다     

2) 한밤중이나 새벽에 잠이 깼다     

3)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야 했다     

4) 편안하게 숨 쉴 수 없었다     

5) 기침을 하거나 시끄럽게 코를 골았다     

6) 너무 추웠다     

7) 너무 더웠다     

8) 나쁜 꿈을 꾸었다     

9) 통증이 있었다     

10)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다면,(이유는? 

                        ) 이 이유 

때문에 얼마나 자주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6. 잠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약을 

복용합니까? 
    

7. 운전하거나 식사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졸음을 느꼈습니까? 
    

 
전혀 

없음 
아주 

약간 
다소 

있음 
매우 

많음 

8. 하는 일에 열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매우 

좋음 

상당히 

좋음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9. 귀하의 수면의 질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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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1.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최고로 좋다  ② 아주 좋다   ③ 좋다  ④ 조금 나쁘다  ⑤ 나쁘다  

2. 다음은 평상시 귀하의 활동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귀하의 건강상태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지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문 항 

예, 

제한을 

많이 

받는다 

예, 

제한을 

조금 

받는다 

아니오,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다소 힘든 활동(예: 탁자 옮기기, 집안 청소, 

한두 시간 산보하기, 자전거 타기) 

   

계단으로 여러 층 걸어 올라가기     

 

3. 지난 4 주 동안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때문에 귀하의 일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4. 지난 4 주 동안 정서적인 문제(예: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때문에 귀하의 일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문 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 

없었다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일을 했다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문 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 

없었다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일을 했다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평소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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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4 주 동안에, 귀하는 몸의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일(집 밖의 일과 

집안일을 포함해서)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약간 있었다           ③ 어느 정도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          ⑤ 대단히 극심했다 

6.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4 주 동안 귀하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에 V 표 해주세요. 

 

7. 지난 4 주 동안,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귀하의 사회 활동(예: 친구나 친지 방문)에 얼마나 자주 지장이 있었습니까?  

① 항상 그랬다            ② 대부분 그랬다          ③ 때때로 그랬다          

④ 드물게 그랬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문 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차분하고 평온하다고 느꼈습니까?      

활력이 넘쳤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고 우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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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성 

※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표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교통사고 위험지수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지난 1년간 운전 중 교통사고(단순 접촉

사고와 미신고 사고, 주차 중 사고 포함)를 

당할(피해자) 뻔한 경우를 아슬아슬하게 피

한 적이 있었다 

     

2. 지난 1년간 운전 중 교통사고(단순 접촉

사고와 미신고 사고, 주차 중 사고 포함)를 

낼(가해자) 뻔한 경우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이 있었다 

     

3. 주위 사람들이 내가 지금과 같이 운전하

면 조만간에 교통사고를 낼 것이라고 한다 

     

4. 주위 사람들이 내가 지금과 같이 운전하

면 조만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한

다 

     

5. 지금과 같이 운전하면 나는 조만간에 교

통사고를 낼 것 같다 

     

6. 지금과 같이 운전하면 나는 조만간에 교

통사고를 당할 것 같다 

     

 

위험 운전 행동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어진 시간내에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피로, 악천후,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운전을 지속합니까?  

    

2. 안전벨트를 얼마나 자주 착용합니까?     

3. 규정속도에서 시속 16km(10 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얼마나 자주 운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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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안전  

1. 직업운전자 경력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찰 기록이 있습니까? 

① 네            → 만약 있다면, 몇 번 발생하였습니까? (        번 ) 

② 아니오 

2. 가장 최근의 사고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까? 

① 네        → 이 상해로 인하여 몇 일 결근하였습니까? (        일 ) 

② 아니오 

3. 최근 1 년이내 교통사고경험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4. 지난 일주일간, “아차사고(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네             → 지난 일주일간 몇 번 있었습니까? (          번 ) 

② 아니오 

5. 지난 12 개월간 근무 중, 교통법규 위반 고지를 받은 경험은 몇 번입니까?  

                                                         (          번 ) 

6. 지난 12 개월간 직업관련 교통사고 이외,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① 네      → 이 상해로 인하여 몇 일 결근하였습니까? (          번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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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 아래 내용은 직업운전자로서 귀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하시거나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직업운전자로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2. 귀하의 고용형태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기타(              ) 

3. 귀하가 종사하는 운전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택시         ② 시내버스       ③ 마을버스       ④ 광역버스           

⑤ 고속버스     ⑥ 트럭           ⑦ 기타(               ) 

4. 현 직장을 가지기 전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4-1)로                   ② 없다  → 5 번으로 

4-1)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직      □자영업     □육체노동직    □기타(           ) 

5. 귀하께서 주로 운전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 오전 / 오후        )시부터 ~ ( 오전 / 오후         )시까지  

6. 식사를 포함하여 1 일 근무 중 쉬는 시간을 얼마 동안 가집니까? 

① 30 분 이하                    ② 30 분~1 시간 미만 

③ 1 시간 이상~2 시간 미만       ④ 2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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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한달내 한 번 운행하여 연속적으로 운전한 가장 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간          분) 

8. 지난 7 일(일주일)동안 총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시간) 

(예시. 하루 평균 7 시간 X 5 일 근무 = 35 시간)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및 이혼       ④ 사별 

4. 귀하의 거주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혼자 산다(단독 거주)    ② 가족 또는 누군가와 함께 산다      

5. 귀하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의 상    ② 상       ③ 중      ④ 하      ⑤ 하의 하 

6. 귀하의 교육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7. 귀하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          kg)             

8. 귀하의 키는 어떻게 되십니까?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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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아니오            ② 네            ③ 과거 흡연했으나 금연 

10.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안마신다   ② 월 2-3 회   ③ 주 1-2 회   ④ 주 3-4 회   ⑤ 매일                 

11. 귀하는 일주일 중 운동을 몇번이나 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3-4 회         ③ 1-2 회        ④ 하지 않음 

12.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없음  ② 당뇨  ③ 고혈압   ④ 심장질환   ⑤ 뇌혈관질환  ⑥ 위장질환        

⑦ 호흡기질환   ⑧ 근골격계 질환  ⑨ 우울장애  ⑩ 수면장애   ⑪ 암     

⑫ 기타(                 ) 

13. 복용 또는 치료 중인 약이 있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없음  ② 당뇨약   ③ 고혈압약    ④ 심장질환 약   ⑤ 뇌혈관질환 약  

⑥ 위장약  ⑦ 호흡기약  ⑧ 근육진통제  ⑨ 항우울제 ⑩ 수면제 ⑪ 항암제   

⑫ 기타(                 ) 

14. 귀하는 2 년이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14-1)로           ② 아니오 → 끝. 

14-1) 귀하의 가장 최근에 받은 종합건강검진의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개인검진        ② 직장단체검진       ③ 기타(            ) 

 

 

성실히 답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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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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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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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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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raffic Accidents among 

Occupational Drivers Based on Fatigue and Sleep Assessment  

 

Kwon, Soo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raffic accidents involving fatigue and sleep-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occupational drivers in Korea.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ublic health 

policy for promoting sleep-related health and reducing traffic accidents among 

occupational drivers. 

 

METHODS: A total of 180 occupational drivers were recruited from 10 

commercial vehicle compani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Province,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Daegu Metropolitan City via 

convenience sampling from March 22 to May 4, 2018. A 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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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collect data, including traffic accident risk (15 

items), driver’s perceived fatigue (10 items), quality of sleep (18 items), 

daytime sleepiness (eight items), health status (12 items), general 

characteristics (14 items),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eight item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he independent t-test, the chi-

squared 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r relevant nonparametric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IBM SPSS 24.0 program. 

 

RESULTS: In the final sample of 161 drivers, their vehicle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rucks (n=79), construction vehicles (n=40), taxis (n=21), and 

buses (n=21).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53.03±9.42 years old, and the 

majority of them were males (98.1%). 

1. The mean score of the traffic accident risk index of participants was 

1.97±0.76 (range:1~5). From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35.1% of the traffic accident risk index. For bus drivers compared 

with taxi drivers (β=0.27, p<.01), high perceived fatigue (β=0.29, p<.01),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β=0.22, p<.01), and poor mental health 

status (β=-0.18, p=.02) were associated with higher traffic accident risk 

index scores. 

2. The prevalence of constant driving despite fatigue, bad weather, or heavy 

traffic for work among the participants was 50.9%.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24.2% of constant risky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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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for more than 12 hours per day compared with working 12 hours per 

day or fewer (OR=3.79, 95% CI=1.75-8.22) and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OR=10.11, 95% CI=1.10-92.68) were associated with constant 

risky driving. 

3. The prevalence of not wearing seatbelts among the participants was 30.4%.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37.9% of not 

wearing a seatbelt. High perceived fatigue (OR=1.09, 95% CI=1.02-1.15) 

and poor mental health status (OR=0.92, 95% CI=0.86-0.98) were 

associated with not wearing a seatbelt.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OR=0.06, 95% CI=0.01-0.46) was associated with wearing a seatbelt. 

4. The prevalence of “often” or “always” driving over the speed limit was 17.4%.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38.1% of 

speeding. Current smoking habit (OR=4.25, 95% CI=1.46-12.38), alcohol 

usage (OR=7.38, 95% CI=1.86-29.30) were associated with speeding.  

5. The prevalence of recordable crashes in one’s career as an occupational 

driver was 44.7%, and 24.8% of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car crashes 

within the past year. The prevalence of having a near miss during the past 

week was 24.2%, and 41.6% of participants had received moving violations in 

the past 12 months.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20.4% of traffic accidents experienced within the past year. Low 

quality of sleep (OR=1.29, 95%CI=1.08-1.54) was associated with traffic 

accid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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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traffic accident risk is 

associated with high perceived fatigue, low quality of sleep,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poor mental health status, vehicle types, and long working hours per 

day among occupational drivers.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health 

management nursing interventions to enhance quality of sleep, impro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manage fatigue for occupational drivers. Vehicle-related 

organizations or communities need to establish public policies to reduce the 

traffic accident risk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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