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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통근소요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 

: 근로환경조사자료 (2011-2017)를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제

3,4,5차 한국인 근로환경조사자료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를 이용

하여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통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 주간 

근무 3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하였다.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총 108,309명의 근로자(남자 53,926, 여자 54,383) 중 남성의 1.35%와 여성의 경우 

2.14%에서 우울감을 확인하였다. 사업장 규모,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여부, 일과 

삶의 균형, 직업만족도, 교육수준, 소득과 같은 사회 통계학적 요인을 보정한 후 통근

시간 대별로 우울감을 분석해본 결과 남녀 모두 30~45분의 통근 시간을 가지는 집단이 

우울감을 경험할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30분 미만 집단의 경우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우울감이 점점 높아졌고, 이는 자영업자 집단의 주거지와 근무지간 분리 부족에서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45분 이상 집단의 경우 30-45분 통근시간을 가지는 집단 

대비 우울감이 높았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진 않았다.  

연구 결과, 통근 시간은 정신 건강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다른 형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근로자의 

통근 시간은 통근자의 일상생활 등 삶의 넓은 영역에 걸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핵심어 : 통근시간, 우울감, 일과 삶의 균형, 직업 만족도,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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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 (WHO)의 우울증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인구의 비율은 2015년 4.4%

로, 약 3억 2천만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10년 전에 비해 18.4% 증가되었다. 또한 2020

년에는 단일 질병에 의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심장질환과 함께 우울증이 가장 위협적인 질

병이라고 보고하였다(WHO, 2017). 

평생 유병률이 5.4~5.9%에 이르는 우울증 (이정균 등, 1986)은 대표적인 근로자의 정신건

강 문제로 (이현경 등, 2013; 최수찬 등, 2005) 다른 주요 신체질환보다 더 큰 사회적 부담

으로 보고된 바 있다(Murray, Lopez, 1997). 우울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자아 존중감 상

실, 삶의 질 저하,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갈등, 사회적 위축, 자살 등 개인뿐만 아니라 사

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Haslam et al., 2005; Suzuki et al., 2011), 

집중력 저하 및 능률 감소로 인해 기업의 성과 및 생산성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

현경 등, 2013; Bender, Farvolden, 2008; Dewa et al., 2002; Lecrubier et al., 2000).  

더욱이 산업재해와의 법적분쟁에서 국내 근로자의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한 자살은 (김경

하,2015) 점차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공단에 따르면 2010년 국제노동기구 (ILO)는 직업병 목록 개정작업에 정신 질환을 포함하면

서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직업병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근로환경의 질의 개선을 통한 우울을 감소하는 추세보다 근본적인 사회와 정책적 개입의 

미흡 (곽현주,2018)으로 근로자는 여전히 우울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및 사회

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시점에 근로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통근을 하는 근로자는 정체된 교통에 의해 도로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낸 경험

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붐빌 때 느끼는 불편감 (Gordon, Kumar and 

Richardson, 1989) 뿐만 아니라, 기상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를 겪었

을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확인된 연구에서 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하나가 통근 경험라는 

것과, 이러한 특징이 자가용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보

고 되었다. 이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은 결근, 이직, 지각, 낮은 업무 몰입도, 낮은 효율성 

및 생산성이 있다(Koslowsky, Aizer and Krausz, 1996; 우종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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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근로자의 통근 소요 시간에 따른 동반 질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Kim SJ (2019) 연구는 한국의 2,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

로 이들의 긴 통근시간과 수면장애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근로자의 직업 만족

도 및 교대 근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수면 장애와 크게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긴 통

근 시간도 두 성별의 수면 장애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는 Frank 

(2004)가 애틀랜타 시의 거주자 1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자

동차에서 한 시간을 추가로 보낼 때마다 비만 가능성이 6 %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시간과 우울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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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근 소요 시간이 근로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근

로환경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근 소요시간과 우울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경험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통근소요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셋째,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위험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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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근로환경조사 (3년 주기)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80002호)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한 제3,4,5차 근로환경조사자료 (The 

Third, Fourth, Fifth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환경 

조사는 통계분석용 설문지이며 유럽근로환경조사(EWCS)와 영국의 노동력조사(LFS)를 기반으

로 설계되었고 고용형태, 직업, 근로시간 등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사되었다.  

원시자료는 근로환경조사 제3,4,5차에 참여한 국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로 문항

은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150,244명을 사용하였다. 이 중 고용주의 사업장 또는 출장과 외

근이 잦은 근로자(n=36,539)는 제외하였다. 또한 주 3일 미만 근무자 (n=1,665)와 직장과 관

련하여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통근시간, 통근의 규칙성, 교대 근무 등 주요 문항에 무응

답 또는 거절한 대상자 (n=3,731)는 제외하여, 총 108,309 (남자 53,926명, 여자 54,383명)

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통근시간, 사업장 규모, 통근의 규칙성, 교

대 근무, 일과 삶의 균형, 업무 만족도, 종속변수는 우울감으로 하였다. 더욱이 남녀의 차

이를 구별하였으며,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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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bject of study 

 

 

The 3rd,4th,5th KWCS 

N=150,244 

Final study population 

N= 108,309(53,926 male and 54,383 female) 

Exclusion1 

 
Frequent business trips & 

outside work 

N=36,539  
Exclusion2 

 
Less than 3days  

on week 

N=1,665 
Exclusion3 

 None respendant 

N=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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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가. 조작적 정의 

1) 통근시간 

독립변수로서 통근시간 (Commuting time)은 “하루에 총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퇴근 시

간)은 몇 분이나 걸립니까?” 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수기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15 분 단위 설정하여 ‘15 분 미만’, ‘15 분 이상 30분 미만’, ‘30 분 

이상 45 분 미만’, ‘45 분 이상 60 분 미만’, ‘60 분 이상’ 의 6개 군으로 구분해 분

석하였다. 

2) 사업장 규모 

사업장규모 (Company size)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10 인 미만’, ‘10 인 이상 

50 인 미만’, ’50 인 이상 100 인 미만’, ‘100 인 이상’의 4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3) 통근의 규칙성 

통근의 규칙성 (Regularity of the commute)은 “근무형태에 대해 통근 시간이 정해져 있

다”라는 문항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4) 교대 근무 

교대근무 (Shift work)는 “근무형태에 대해 교대 근무를 한다”라는 문항의 응답을 사용

하였다. 

5)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은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에 적당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매우 적당하다”, “적

당하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를 Good이라 표현하고 “적당하지 않다", “전혀 적당하지 않

다”, “모름/무응답”, “거절”로 응답한 근로자를 Bad라고 구분하였다 

6) 업무 만족도 

업무만족도 (Job satisfaction)는 “주로 하시는 일의 근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업무만족도에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라

고 응답한 근로자를 YES라 표현하고 “별로/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거

절”로 응답한 사람을 No라고 구분하였다 

7) 근무 시간 

근무시간 (Working hour)은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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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수기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주당 40 시간의 근무시간이 일

반적으로 40 시간 미만, 40 시간 이상 46 시간 미만, 46 시간 이상 52 시간 미만, 52 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8) 교육 

교육 (Education)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 4

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9) 소득수준 

소득수준 (Income)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3개 군으

로 구분하였다.  

10) 우울감 

 종속변수로서 우울감은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

까”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종속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

단하는 정신질환의 우울증(Depressive disorder)이 아닌 심리학 용어의 우울감 (Depressive 

symptoms)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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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2011-2017년 근로환경조사는 통계분석용 설문지로 통계 프로그램은 R program을 사용하였

으며, 오즈비(Odds ratio, OR)와 신뢰구간(95%Confidence Interval, 95% CI)을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근 시간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에 따른 우울감과 비우울

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통근 시간과 우울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라 통근 시간과 우울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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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근로환경조사에서 조사된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는 총 108,309 

(남자 53,926명, 여자 54,383명)명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평균 연령은 45.9세(SD= 12.8)였으며,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는 1,890명(1.8%),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는 106,419명(98.3%)명이었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51,023명(49.8%), 200

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8,648명(37.7%), 400만원 이상이 12,741명(12.4%)이었다. 사업

장 규모는 10명 미만이 66,051명(61.0%), 10명 이상 50인 미만이 22,038명(20.4%), 50명 이

상 100명 미만이 6,344명(5.9%), 100명 이상이 13,876명(12.8%)이었다.  

통근 규칙성은 통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87,254명(80.6%), 정해져 있지 않은 근

로자가21,055명(19.4%)이었다.  교대 근무 여부는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8,469명(7.8%),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가 99,840명(92.2%)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적당하다는 근

로자가 76,630명(70.8%), 적당하지 않다는 근로자가 31,679명(29.3%)이었다. 직업만족도에

서 만족한다는 근로자가 83,369명(77.0%), 만족하지 않다는 근로자가 24,940명(23.0%)이었

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3,437명(40.1%), 중학교 졸업이 5,664명(5.2%), 고

등학교 졸업이 7,994명(40.1%), 대학 졸업 이상이 51,2204명(47.3%)이었다.  통근시간을 살

펴보면 15분 미만이 21,921명(20.2%), 15분 이상 30분 미만이 40,154명(37.1%)명, 30분 이

상 45분 미만이 18,527명(17.1%), 45분 이상 60분 미만이 16,590명(15.3%), 60분 이상이 

11,117명(10.3%)이었다.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미만이 10,473명(9.7%), 40시간 이상 

46시간 미만이 39,941명(36.9%), 46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이 21,011명(19.4%), 52시간 이상

이 36,884명(3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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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08,309) 

 

Variables                    N    % 

Age     

Mean (SD)  45.9(12.8)    
Depressive Symptom     

Yes 1,890  ( 1.75) 
No  106,419  (98.25) 

Income(Monthly)    
<200  51,023  (49.82) 
200-399  38,648  (37.74) 

≥400  12,741  (12.44) 
Company size    

<10  66,051  (60.98) 
10-49  22,038  (20.35) 
50-99 6,344  ( 5.86) 
≥100  13,876  (12.81) 

Regularity of the commute    
Yes  87,254  (80.56) 
No  21,055  (19.44) 

Shift work     
Yes 8,469  ( 7.82) 
No  99,840  (92.18) 

Work and life balance    

Good  76,630  (70.75) 
Bad  31,679  (29.25) 

Job satisfaction    
Yes  83,369  (76.97) 

No  24,940  (23.03) 
Education     

Primary  43,437  ( 5.23) 
Middle 5,664  ( 7.38) 

High 7,994  (40.11) 
University  51,204  (47.28) 

Commuting time    
<15  21,921  (20.24) 

15-29  40,154  (37.07) 
30-44  18,527  (17.11) 
45-59  16,590  (15.32) 
≥60  11,117  (10.26) 

Working hour    
<40  10,473  ( 9.67) 
40-45  39,941  (36.88) 
46-51  21,011  (19.40) 
≥52  36,884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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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대상자의 남녀 일반적 특성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된 인구사회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 총 연구대상자 108,309 명 중 ‘남성이 53,926 명 (49.8 %), ‘여성’ 54,383 명 

(50.2 %)이었다.  

남성의 경우 우울감은 727 명(1.35 %), 비우울감은 53,199 명(98.65 %)으로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우울감은 1,163 명(2.14 %), 비우울감은 53,220 명(97.86 %)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수준은 남성의 경우 2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이 25,164 명(48.912 %)으로 가장 높

게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200 만원 미만이 33,420 명(65.56 %)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사

업장 규모는 남성의 경우 10인 미만이 28,843 명(53.49 %), 여성의 경우 37,208 명(68.42%)

로 남녀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통근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남성은 4,396 명(81.40 %), 여성은 43,358 명(79.73 %)으로 나타났다. 교대 근무를 하는 남

성은 5,004 명(9.28 %)으로 여성 3,465 명(6.37 %)보다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적당하

다는 남성은 38,424 명(71.25 %), 여성은 38,206 명(70.25 %)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에

서 만족한다는 남성의 경우 41,954 명(77.13 %), 여성은 41,775 명(76.82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에서 28,678 명(53.19 %)으로 높게 확인되

었고,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3,497 명(43.21 %)으로 확인되었다. 통근 시간은 남성

의 경우 15 분 이상 35 분 미만에서 18,892 명(35.03 %), 여성의 경우 15 분 이상 35분 미

만에서 21,262 명(39.10 %)으로 남녀 모두 15 분 이상 30 분 미만에서 높게 나왔다. 근무 시

간은 남성의 경우 40 시간 이상 46 시간 미만에서 18,984 명(35.04 %), 여성의 경우 40 시

간 이상 46 시간 미만에서 19,112 명(35.14 %)으로 남녀 모두 40 시간 이상 46 시간 미만에

서 높게 확인되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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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 depressive symptom of study participants 

 

Basic characteristics Men (53,926)  Women (54,383) 

        N %        N % 

Depressive symptom      

Yes  727  (1.35)   1,163  (2.14) 
No  53,199  (98.65)   53,220  (97.86) 

Income(Monthly)      
<200  17,603  (34.22)   33,420  (65.56) 
200-399  25,164  (48.92)   13,484  (26.45) 
≥400  8,670  (16.86)   4,071  (7.99) 

Company size      
<10  28,843  (53.49)   37,208  (68.42) 
10-49  12,073  (22.39)   9,965  (18.32) 

50-99  3,652  (6.77)   2,692  (4.95) 
≥100  9,358  (17.35)   4,518  (8.31) 

Regularity of the commute      
Yes  43,896  (81.40)   43,358  (79.73) 

No  10,030  (18.60)   11,025  (20.27) 
Shift work       

Yes  5,004  (9.28)   3,465  (6.37) 
No  48,922  (90.72)   50,918  (93.63) 

Work and life balance      
Good  38,424  (71.25)   38,206  (70.25) 
Bad  15,502  (28.75)   16,177  (29.75) 

Job satisfaction      

Yes  41,594  (77.13)   41,775  (76.82) 
No  12,332  (22.87)   12,608  (23.18) 

Education       
Primary  1,834  (36.98)   3,830  (7.04) 

Middle  3,468  (3.40)   4,526  (8.32) 
High  19,940  (6.43)   23,497  (43.21) 
University  28,678  (53.19)   22,526  (41.42) 

Commuting time      

<15  9,367  (17.37)   12,554  (23.08) 

15-29  18,892  (35.03)   21,262  (39.10) 

30-44  9,689  (17.97)   8,838  (16.25) 

45-59  9,115  (16.90)   7,475  (13.75) 

≥60  6,863  (12.73)   4,254  (7.82) 

Working hour      

     <40  2,984  (5.53)   7,489  (13.77) 

     40-45  20,829  (38.63)   19,112  (35.14) 

     46-51  11,219  (20.80)   9,792  (18.01) 

      ≥52  36,884 (35.04)   17,990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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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경험 여부 

소득수준, 근무시간, 사업장규모, 통근의 규칙성, 교대근무, 일과 삶의 균형, 직업만족도, 

통근 시간, 교육수준과 우울감과의 관계를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0 만원 미만이 1,047 명(2.1 %), 2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이 546 명(1.4 %), 400 만원 이상이 206 명(1.6 %)이며,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200 만원 미만이 49,976 명(98.0 %), 2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이 

38,102 명(98.6 %), 400 만원 이상이 12,535 명(98.4 %)이었다. 근무시간에서는 우울감이 있

는 근로자의 경우 40 분 미만이 280 명(2.7 %), 40 분 이상 46 분 미만이 558 명(1.4 %), 46 

분 이상 52 분 미만이 347 명(1.7 %), 52 분 이상이 705 명(1.9 %)이었고, 우울감이 없는 근

로자의 경우 40 분 미만이 10.193 명(97.3 %), 40 분 이상 46 분 미만이 39,383 명(98.6 %), 

46 분 이상 52 분 미만이 20,664 명(98.4 %), 52 분 이상이 36,179 명(98.1 %)이었다. 사업

장 규모는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10 인 미만이 1,187 명(1.8 %), 10 인 이상 50 인 

미만이 331 명(1.5 %), 50 인 이상 100 인 미만이 112 명(1.8 %), 100 인 이상이 260 명

(1.9 %)이며,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10 인 미만이 64,864 명(98.2 %), 10 인 이상 50

인 미만이 21,707 명(98.5 %), 50 인 이상 100 인 미만이 6,232 명(98.2 %), 100 인 이상이 

13,616 명(98.1 %)이었다. 통근 규칙성의 경우 통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와 정해져 있

지 않는 근로자를 나누었을 때 통근이 규칙적일 때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1,337 명

(1.5 %),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85,917 명(98.5 %)이며, 통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

을 때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553 명(2.6 %),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20,502 명

(97.4 %)이었다. 교대 근무에서는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와 하지 않는 근로자를 나누었을 

때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는 171 명(2.0 %),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는 

9,298 명(98.0 %)이며, 교대 근무를 하지 않을 때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는 1,719 명(1.7 %),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는 98,121 명(98.3 %)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적당한 근로자와 적

당하지 않은 근로자로 나누었을 때 일과 삶의 균형이 적당한 경우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는 

1,054 명(1.4 %),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는 75,576 명(98.6 %)이었다. 직업만족도에서는 만

족한 근로자와 만족하지 않은 근로자를 나누었을 때 직업이 만족한 경우 우울감이 있는 근

로자는 987 명(1.2 %),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는 82,382 명(98.8 %)이었다. 통근시간은 우울

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15 분 미만이 490 명(2.2 %), 15 분 이상 30 분 미만이 646 명

(1.6 %), 30 분 이상 45 분 미만이 259 명(1.4 %), 45 분 이상 60 분 미만이 296 명(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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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분 이상이 199 명(1.8 %)이었고,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15 분 미만이 21,431 명

(97.8 %), 15 분 이상 30 분 미만이 39,508 명(98.4 %), 30 분 이상 45 분 미만이 18,268 명

(98.6 %), 45 분 이상 60분 미만이 16,294 명(98.2 %), 60 분 이상이 10,918 명(98.2 %)이

었다.  

교육 수준은 우울감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08 명(3.67 %), 중학교 

졸업이 192 명(2.4 %), 고등학교 졸업이 755 명(1.7 %), 대학 졸업 이상이 735 명(1.4 %)이

며, 우울감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456 명(96.3 %),중학교 졸업이 

7,802 명(97.6 %), 고등학교 졸업이 42,682 명(98.3 %), 대학 졸업 이상이 50,469 명(98.6 %)

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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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pressive symptom according to study participant characteristics 

 

Basic characteristics 
Depressive  
Symptom 

  
Non Depressive  

Symptom 
P-value 

               N %            N %   

Income(Monthly)           <0.001 

<200 1,047  (2.05)   49,976  (97.95)   

200-399  546  (1.41)   38,102  (98.59)   

≥400  206  (1.62)   12,535  (98.38)   

Working hour          <0.001 

<40  280  (2.67)   10,193  (97.33)   

40-45  558  (1.40)   39,383  (98.60)   

46-51  347  (1.65)   20,664  (98.35)   

≥52  705  (1.91)   36,179  (98.09)   

Company size          0.019 

<10 1,187  (1.80)   64,864  (98.20)   

10-49  331  (1.50)   21,707  (98.50)   

50-99  112  (1.77)   6,232  (98.23)   

≥100  260  (1.87)   13,616  (98.13)   
Regularity  

of the commute 
         <0.001 

Yes 1,337  (1.53)   85,917  (98.47)   

No  553  (2.63)   20,502  (97.37)   

Shift work           0.05 

Yes  171  (2.02)   8,298  (97.98)   

No 1,719  (1.72)   98,121  (98.28)   

Work and life balance          <0.001 

Good 1,054  (1.38)   75,576  (98.62)   

Bad  836  (2.64)   30,843  (97.36)   

Job satisfaction          <0.001 

Yes  987  (1.18)   82,382  (98.82)   

No  903  (3.62)   24,037  (96.38)   

Education           <0.001 

Primary 755 (1.74)    42,682  (98.26%)   

Middle 208 (3.67)    5,456  (96.33%)   

High 192 (2.40)    7,802  (97.60%)   

University 735 (1.44)    50,469  (98.56%)   

Commuting time       <0.001 

<15 490 (2.24)    21,431  (97.76%)   

15-29 646 (1.61)    39,508  (98.39%)   

30-44 259 (1.40)    18,268  (98.60%)   

45-59 296 (1.78)    16,294  (98.22%)   

≥60 199 (1.79)    10,918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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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성별 층화 분석 

연구대상자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대상자는 남성은 1.35 % (727 명/53,926 명), 여성은 

2.14 % (1,163 명/54,383 명)으로 여성의 빈도가 더 높았다. 우울감 경험 여부에 따른 요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고, 남녀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분석에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남녀 모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남성에서는 직업적 변수에서 사업장 규모를 제외한 근무시

간, 통근 규칙성, 교대근무, 일과 삶의 균형, 직업만족도, 통근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에서는 직업적 변수에서 교대근무를 제외한 사업장규모, 근무시간, 통

근 규칙성, 일과 삶의 균형, 직업만족도, 통근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소득은 남성의 경우 200만원 미만과 여성의 경우 400만원 이상 집단이 우울감이 가장 많

았고, 남녀 모두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남자 P<0.001, 여자 P = 0.01). 주당 근무시간은 남녀 모두 40시간 미만에서 우울감

이 가장 많았고, 40시간 이상 46시간 미만에서 가장 적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사업장 규모는 여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10인 이상 50인 미만 집단에서 우울감이 

많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8). 통근의 규칙성은 남녀 모두 통근의 규칙성이 정

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우울감이 많았고(남자 1.89%, 여자 3.29%)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0.001). 교대근무는 남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교대근무를 하지 않

는 집단에서 우울감이 많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7). 일과 삶의 균형은 남녀 

모두 적당하지 않은 근로자가 우울감이 많았고 (남자 2.26%, 여자 3.00%)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업만족도는 남녀 모두 만족하지 않다고 근로자가 우울감이 

많았고(남자 2.80%, 여자 4.4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가 우울감이 많았고(남자 2.24%, 여자 4.36%)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통근시간은 남녀 모두 15분 미만 집단이 우울감이 

많았고(남자 1.58%, 여자 2.72%), 30분 이상 45분 미만 집단이 우울감이 낮았고(남자 0.99%, 

여자 1.8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남자 P = 0.005, 여자 P<0.001). 우울감의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통근 시간은 남녀 모두 30분 이상-45분 미만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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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specific depressive symptom according to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Basic  

characteristics 

  

Men with  

Depressive Symptom 
  

Women with  

Depressive Symptom 
 

Yes  No P-value  Yes   No P-value 

  N %  N %    N %   N %   

Income(Monthly)          <0.001            0.01 

      <200 295 (1.68)   17308 (98.32)     752 (2.25)   32668 (97.75)   

      200-399 301 (1.20)   24863 (98.80)     245 (1.82)   13239 (98.18)   

       ≥400 112 (1.29)   8558 (98.71)     94 (2.31)   3977 (97.69)   

Working hour           <0.001             <0.001 

<40 280 (2.67)   10193 (97.33)     208 (2.78)   7281 (97.22)   

      40-45 558 (1.40)   39383 (98.60)     346 (1.81)   18766 (98.19)   

      46-51 347 (1.65)   20664 (98.35)     190 (1.94)   9602 (98.06)   

       ≥52 705 (1.91)   36179 (98.09)     419 (2.33)   17571 (97.67)   

Company size           0.3             0.018 

      <10 393 (1.36)   28450 (98.64)     794 (2.13)   36414 (97.87)   

      10-49 146 (1.21)   11927 (98.79)     185 (1.86)   9780 (98.14)   

      50-99 47 (1.29)   3605 (98.71)     65 (2.41)   2627 (97.59)   

      ≥100 141 (1.51)   9217 (98.49)     119 (2.63)   4399 (97.37)   

Regularity of the 

commute 
          <0.001             <0.001 

Yes 537 (1.22)   43359 (98.78)     800 (1.85)   42558 (98.15)   

No 190 (1.89)   9840 (98.11)     363 (3.29)   10662 (96.71)   

Shift work            0.007             0.369 

Yes 89 (1.78)   4915 (98.22)     82 (2.37)   3383 (97.63)   

No 638 (1.30)   48284 (98.70)     1081 (2.12)   49837 (97.88)   

Work and life 

balance 
          <0.001             <0.001 

Good 377 (0.98)   38047 (99.02)     677 (1.77)   37529 (98.23)   

Bad 350 (2.26)   15152 (97.74)     486 (3.00)   15691 (97.00)   

Job satisfaction           <0.001             <0.001 

Yes 382 (0.92)   41212 (99.08)     605 (1.45)   41170 (98.55)   

No 345 (2.80)   11987 (97.20)     558 (4.43)   12050 (95.57)   

Education            <0.001             <0.001 

      Primary 41 (2.24)   1793 (97.76)     167 (4.36)   3663 (95.64)   

      Middle 67 (1.93)   3401 (98.07)     125 (2.76)   4401 (97.24)   

      High 268 (1.34)   19672 (98.66)     487 (2.07)   23010 (97.93)   

      University 351 (1.22)   28327 (98.78)     384 (1.70)   22142 (98.30)   

Commuting time           0.005             <0.001 

<15 148 (1.58)   9219 (98.42)     342 (2.72)   12212 (97.28)   

15-29 250 (1.32)   18642 (98.68)    396 (1.86)   20866 (98.14)   

30-44 96 (0.99)   9593 (99.01)     163 (1.84)   8675 (98.16)   

45-59 136 (1.49)   8979 (98.51)     160 (2.14)   7315 (97.86)   

≥60 97 (1.41)   6766 (98.59)     102 (2.40)   4152 (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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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근소요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 

1) 남녀 근로자의 통근 시간과 일반적 특성의 연관성 분석 

남녀 근로자의 통근시간과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5,6). 

먼저 남성 근로자 가운데 우울감이 있다고 한 근로자는 통근 시간 15분 미만에서 148명

(1.58%), 15분 이상 30분 미만 250명(1.32%), 30분 이상 45분 미만 96명(0.99%), 45분 이상 

60분 미만 136명(20.70%), 60분 이상 97명(1.41%)이었다. 그 중 30분 이상 45분 미만이 우

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고소득 비율이 통근시간 구간별 11.84%(>15), 

14.61%(15-29), 17.14%(30-44), 20.70%(45-59), 24.56%(≥60)로 여자의 6.16%(>15), 

7.27%(15-29), 8.96%(30-44), 9.74%(45-59), 11.44%(≥60)보다 높지만 남녀 모두 통근 시

간이 증가할수록 소득 분포에서 고소득 집단의 비율이 늘어났다. 통근시간과 월 400만원 이

상의 고소득집단의 비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장 규모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집단의 비율도 남자의 경우 구간별 6.48%(>15), 

15.13%(15-29), 19.41%(30-44), 23.04%(45-59), 27.84%(≥60), 여자의 경우 2.84%(>15), 

7.18%(15-29), 9.89%(30-44), 13.08%(45-59),18.43%(≥60) 로 남녀 모두 통근시간이 증가

할수록 사업장 규모도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에서 남성의 경우 구간

별 34.43%(>15), 50.12%(15-29), 58.55%(30-44),61.38%(45-59), 68.77%(≥60), 여성의 경우 

23.09%(>15), 40.24%(15-29),49.15%(30-44),54.07%(45-59),63.16%(≥60)로 남녀 모두 통근 

시간이 증가할수록 고학력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근 시간에서 집단 별 

52시간 근무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51.28%(>15), 36.74%(15-29), 30.93%(30-

44), 27.81%(45-59), 23.59%(≥60), 여자의 경우 47.75%(>15), 32.46%(15-29), 27.83%(30-

44), 23.42%(45-59), 20.73%(≥60)로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주 52시간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

났다. 통근 시간과 주 52시간 근무하는 집단의 비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가까울수록 과도한 근무 가능성이 높아짐을 나타냈다. 통근 시간 별 

통근의 규칙성이 있는 비율을 살펴 보면 남성의 경우 15분 미만 통근시간을 가지는 집단에

서 통근의 규칙성이 62.72%로 다른 집단의 81.28~89.85% 대비 급격히 부족해짐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분 미만 통근시간을 가지는 집단에서 통근의 규칙성이 61.11%

로 다른 집단의 81.84~90.90% 대비 급격히 부족해짐이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와 근무지의 분

리가 부족할수록 통근 형태가 불규칙해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지와 근무지

의 분리가 부족할수록 과도한 근무 가능성이 높아져 통근의 규칙성이 불규칙해짐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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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y men 

 

Variable >15 15-29 30-44 45-59 ≥60 p.value 

Men N       % N       % N       % N       % N       %   

Depressive Symptom                     0.005 

Yes 148 (1.58) 250 (1.32) 96 (0.99) 136 (1.49) 97 (1.41)   

No 9219 (98.42) 18642 (98.68) 9593 (99.01) 8979 (98.51) 6766 (98.59)   

Income(Monthly)            <0.001 

     <200 4594 (50.75) 6636 (36.81) 2708 (29.41) 2306 (26.64) 1359 (20.93)   

     200-399 3387 (37.41) 8758 (48.58) 4921 (53.45) 4558 (52.66) 3540 (54.51)   

     ≥400 1072 (11.84) 2633 (14.61) 1578 (17.14) 1792 (20.70) 1595 (24.56)   

Working hour            <0.001 

<40 906 (9.67) 1162 (6.15) 373 (3.85) 337 (3.70) 206 (3.00)   

     40-45 2064 (22.03) 6826 (36.13) 4235 (43.71) 4155 (45.58) 3549 (51.71)   

     46-51 1594 (17.02) 3964 (20.98) 2084 (21.51) 2088 (22.91) 1489 (21.70)   

     ≥52 4803 (51.28) 6940 (36.74) 2997 (30.93) 2535 (27.81) 1619 (23.59)   

Company size            <0.001 

     <10 7701 (82.21) 11043 (58.45) 4384 (45.25) 3602 (39.52) 2113 (30.79)   

     10-49 860 (9.18) 3844 (20.35) 2637 (27.22) 2613 (28.67) 2119 (30.88)   

     50-99 199 (2.12) 1146 (6.07) 787 (8.12) 800 (8.78) 720 (10.49)   

     ≥100 607 (6.48) 2859 (15.13) 1881 (19.41) 2100 (23.04) 1911 (27.84)   

Regularity 
of the commute 

           <0.001 

Yes 5875 (62.72) 15355 (81.28) 8420 (86.90) 8079 (88.63) 6167 (89.86)   

No 3492 (37.28) 3537 (18.72) 1269 (13.10) 1036 (11.37) 696 (10.14)   

Shift work             <0.001 

Yes 615 (6.57) 1861 (9.85) 971 (10.02) 940 (10.31) 617 (8.99)   

No 8752 (93.43) 17031 (90.15) 8718 (89.98) 8175 (89.69) 6246 (91.01)   

Work And life  

balance 
           <0.001 

Good 6050 (64.59) 13507 (71.50) 7159 (73.89) 6642 (72.87) 5066 (73.82)   

Bad 3317 (35.41) 5385 (28.50) 2530 (26.11) 2473 (27.13) 1797 (26.18)   

Job satisfaction            <0.001 

Yes 6894 (73.60) 14745 (78.05) 7537 (77.79) 7015 (76.96) 5403 (78.73)   

No 2473 (26.40) 4147 (21.95) 2152 (22.21) 2100 (23.04) 1460 (21.27)   

Education             <0.001 

     Primary 833 (44.52) 613 (40.00) 157 (34.99) 144 (33.08) 87 (26.36)   

     Middle 1139 (8.89) 1252 (3.25) 469 (1.62) 361 (1.58) 247 (1.27)   

     High 4170 (12.16) 7556 (6.63) 3390 (4.84) 3015 (3.96) 1809 (3.60)   

     University 3225 (34.43) 9467 (50.12) 5672 (58.55) 5595 (61.38) 4719 (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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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y women 

 

 

Variable >15 15-29 30-44 45-59 ≥60 p.value 

Women N       % N       % N       % N       % N       %   

Depressive Symptom                     <0.001 

Yes 342 (2.72) 396 (1.86) 163 (1.84) 160 (2.14) 102 (2.40)   

No 12212 (97.28) 20866 (98.14) 8675 (98.16) 7315 (97.86) 4152 (97.60)   

Income(Monthly)                <0.001 

    <200 8123 (72.62) 13512 (67.26) 5360 (63.42) 4281 (59.64) 2144 (52.64)   

    200-399  2373 (21.22) 5116 (25.47) 2334 (27.62) 2198 (30.62) 1463 (35.92)   

    ≥400 689 (6.16) 1460 (7.27) 757 (8.96) 699 (9.74) 466 (11.44)   

Working hour                <0.001 

<40 2315 (18.44) 3101 (14.58) 971 (10.99) 742 (9.93) 360 (8.46)   

    40-45 2381 (18.97) 7235 (34.03) 3676 (41.59) 3510 (46.96) 2310 (54.30)   

    46-51 1863 (14.84) 4024 (18.93) 1731 (19.59) 1472 (19.69) 702 (16.50)   

    ≥52 5995 (47.75) 6902 (32.46) 2460 (27.83) 1751 (23.42) 882 (20.73)   

Company size                <0.001 

    <10 11192 (89.15) 15103 (71.03) 5293 (59.89) 3852 (51.53) 1768 (41.56)   

    10-49 830 (6.61) 3696 (17.38) 2066 (23.38) 2068 (27.67) 1305 (30.68)   

    50-99 176 (1.40) 937 (4.41) 605 (6.85) 577 (7.72) 397 (9.33)   

    ≥100 356 (2.84) 1526 (7.18) 874 (9.89) 978 (13.08) 784 (18.43)   

Regularity of the 

commute 
               <0.001 

Yes 7797 (62.11) 17400 (81.84) 7630 (86.33) 6664 (89.15) 3867 (90.90)   

No 4757 (37.89) 3862 (18.16) 1208 (13.67) 811 (10.85) 387 (9.10)   

Shift work                 <0.001 

Yes 510 (4.06) 1418 (6.67) 653 (7.39) 591 (7.91) 293 (6.89)   

No 12044 (95.94) 19844 (93.33) 8185 (92.61) 6884 (92.09) 3961 (93.11)   

Work and 

life balance 
                 <0.001 

Good 8146 (64.89) 15008 (70.59) 6357 (71.93) 5589 (74.77) 3106 (73.01)   

Bad 4408 (35.11) 6254 (29.41) 2481 (28.07) 1886 (25.23) 1148 (26.99)   

Job satisfaction                  <0.001 

Yes 9149 (72.88) 16436 (77.30) 6895 (78.02) 5925 (79.26) 3370 (79.22)   

No 3405 (27.12) 4826 (22.70) 1943 (21.98) 1550 (20.74) 884 (20.78)   

Education                   <0.001 

     Primary 1938 (15.44) 1273 (5.99) 291 3.29% 194 2.60% 134 (3.15)   

     Middle 1698 (13.53) 1674 (7.87) 561 6.35% 396 5.30% 197 (4.63)   

     High 6019 (47.95) 9757 (45.89) 3642 41.21% 2843 38.04% 1236 (29.06)   

     University 2898 (23.09) 8556 (40.24) 4344 49.15% 4041 54.07% 2687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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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위험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녀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후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통근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근 시간과 우

울감 간의 비율을 분석하였고, Model 2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인 최종학력을 통제하여 분석하

였다. Model 3에서는 사업장 규모, 통근의 규칙성, 교대근무, 일과 삶의 균형, 직업 만족도, 

소득수준, 근무 시간을 보정 후 시행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통근 시간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는 30분이상 45분 미만 집단에 비해 15분 미만 집단에

서 1.61(95%CI 1.39-1.88), 15분 이상 30분 미만 집단에서 1.15(95%CI 1.00-1.33), 45분 이

상 60분 미만 집단에서 1.28(95%CI 1.08-1.52), 60분 이상 집단에서 1.29(95%CI 1.07-1.55)

이었다. 교육 수준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는 고등학교 졸업에서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에서 2.07(95%CI 1.76-2.42), 중학교 졸업에서 1.37(95%CI 1.16-1.60), 대학 졸업 이상이 

0.83(95%CI 0.74-0.92)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는 10인 미만 집단에 비

해 10인 이상 50인 미만 집단에서 1.11(95%CI 0.97-1.27), 50인 이상 100인 미만 집단에서 

1.45(95%CI 1.18-1.78), 100인 이상 집단에서 1.55(95%CI 1.33-1.81)이었다. 통근 규칙성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는 규칙적인 집단에 비해 규칙적이지 않은 집단에서 1.48(95%CI 1.32-

1.66)이었다. 교대 근무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는 교대 근무를 한 집단에 비해 교대 근무

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1.01(95%CI 0.86-1.20)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울감의 오

즈비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만족하지 않은 집단에서 1.69(95%CI 1.53-

1.8)이었다. 직업 만족도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는 직업 만족도에 적당하다는 집단에 비해 

적당하지 않은 집단에서 2.62(95%CI 2.37-2.89)이었다. 소득 수준에 대한 우울감의 오즈비

는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1.21(95%CI 1.08-1.36),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1.13(95%CI 0.96-1.33)이었다. 근무 시간에 대한 오즈비는 52시간 이

상 집단에 비해 40시간 이하 집단에서 1.53(95%CI 1.31-1.79), 40분 이상 46시간 미만 집단

에서 1.01(95%CI 0.90-1.17), 46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집단에서 1.03(95%CI 0.90-1.18)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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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specific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Depressive symptom according to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  OR 95%CI  OR 95%CI  OR 95%CI 

Commuting time             

<15 1.61 (1.39-1.88) 1.36 (1.16-1.59) 1.29 (1.09-1.52) 

15-29 1.15 (1.00-1.33) 1.1 (0.95-1.27) 1.11 (0.96-1.29) 

30-4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45-59 1.28 (1.08-1.52) 1.3 (1.10-1.54) 1.3 (1.09-1.54) 

≥60 1.29 (1.07-1.55) 1.33 (1.10-1.60) 1.26 (1.04-1.53) 

Education            

      Primary     2.07 (1.76-2.42) 1.6 (1.35-1.90) 

      Middle     1.37 (1.16-1.60) 1.18 (0.99-1.39) 

      High     1.00 reference 1.00 reference 

      University     0.83 (0.74-0.92) 1.06 (0.95-1.19) 

Company size            

      <10         1.00 reference 

      10-49         1.11 (0.97-1.27) 

      50-99         1.45 (1.18-1.78) 

      ≥100         1.55 (1.33-1.81) 
Regularity  
of the commute 

           

Yes         1.00 reference 

No         1.48 (1.32-1.66) 

Shift work             

Yes         1.00 reference 

No         1.01 (0.86-1.20) 
Work and life  
balance 

           

Good         1.00 reference 

Bad         1.69 (1.53-1.88) 

Job satisfaction            

Yes         1.00 reference 

No         2.62 (2.37-2.89) 

Income(Monthly)            

      <200         1.21 (1.08-1.36) 

      200-399         1.00 reference 

      ≥400         1.13 (0.96-1.33) 

Working hour            

      <40         1.53 (1.31-1.79) 

40-45         1.02 (0.90-1.17) 

46-51         1.03 (0.90-1.18) 

≥52         1.00 reference 



  23   

1) 남성 연구대상자의 우울감 영향요인 

관련 변수를 모두 보정한 모델에서 통근시간이 30-44분인 근로자보다 15분 미만인 근로자

가 우울의 오즈비(95% CI)가 1.32 (95%신뢰구간, 1.11-1.74), 15분 이상 30분 미만인 근로

자는 1.26 (0.99-1.61),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근로자가 1.43 (1.10-1.87), 60분 이상인 근

로자가 1.33 (0.99-1.78)였다.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할 수록 2.01 (1.71-2.37) 높았고, 직

업 만족도가 낮을 수록 2.61 (2.23-3.06) 더 높았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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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dds ratios and 95 % confidence intervals for depressive symptoms in men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 OR     95%CI        OR  95%CI       OR   95%CI 

Commuting time       

<15 1.6 (1.24-2.08) 1.46 (1.12-1.90) 1.33 (1.01-1.74) 

15-29 1.34 (1.06-1.70) 1.31 (1.03-1.66) 1.26 (0.99-1.61) 

30-4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45-59 1.51 (1.16-1.97) 1.52 (1.17-1.98) 1.43 (1.10-1.87) 

≥60 1.43 (1.08-1.90) 1.46 (1.10-1.94) 1.33 (0.99-1.78) 

Education            

      Primary     1.63 (1.16-2.28) 1.35 (0.95-1.91) 

      Middle     1.43 (1.09-1.87) 1.25 (0.94-1.65) 

      High     1.00 reference 1.00 reference 

      University     0.91 (0.77-1.07) 1.23 (1.03-1.47) 

Company size            

      <10         1.00 reference 

      10-49         1.14 (0.92-1.41) 

      50-99         1.3 (0.94-1.80) 

      ≥100         1.6 (1.27-2.01) 
Regularity  
of the commute 

           

Yes         1.00 reference 

No         1.38 (1.14-1.66) 

Shift work             

Yes         1.00 reference 

No         1.08 (0.86-1.37) 
Work and life 
balance 

           

Good         1.00 reference 

Bad         1.99 (1.69-2.34) 

Job satisfaction            

Yes         1.00 reference 

No         2.6 (2.22-3.04) 

Income(Monthly)            

      <200         1.15 (0.97-1.38) 

      200-399         1.00 reference 

      ≥400         1.09 (0.87-1.35) 

Working hour            

      <40         2.03 (1.51-2.74) 

40-45         1.00 reference 

46-51         1.16 (0.94-1.45) 

        ≥52         1.06 (0.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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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연구대상자의 우울감 영향 요인 

관련 변수를 모두 보정한 모델에서 통근시간이 30-44분인 근로자보다 15분 미만인 근로자

의 우울감에 대한 오즈비(95% CI)가 1.24 (1.01-1.53), 15분 이상 30분 미만인 근로자가 

1.01 (0.83-1.22),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근로자가 1.23 (0.98-1.54), 60분 이상인 근로자

가 1.28 (0.98-1.66)였다.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할 수록 1.47 (1.28-1.68) 높았고, 직업 만

족도가 낮을 수록 2.7 (2.7-3.07) 더 높았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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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Odds ratios and 95 % confidence intervals for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 OR  95%CI  OR 95%CI OR 95%CI 

Commuting time       

<15 1.49 (1.23-1.80) 1.24 (1.02-1.50) 1.24 (1.01-1.53) 

15-29 1.01 (0.84-1.21) 0.96 (0.80-1.16) 1.01 (0.83-1.22) 

30-4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45-59 1.16 (0.93-1.45) 1.19 (0.95-1.48) 1.23 (0.98-1.54) 

≥60 1.31 (1.02-1.68) 1.35 (1.05-1.74) 1.28 (0.98-1.66) 

Education            

      Primary     2.54 (2.09-3.09) 1.68 (1.35-2.10) 

      Middle     1.62 (1.31-1.99) 1.19 (0.95-1.50) 

      High     1.00 reference 1.00 reference 

      University     1.23 (1.07-1.41) 1.03 (0.88-1.19) 

Company size            

      <10         1.00 reference 

      10-49         1.15 (0.96-1.38) 

      50-99         1.68 (1.28-2.21) 

      ≥100         1.68 (1.35-2.09) 
Regularity  
of the commute 

           

Yes         1.00 reference 

No         1.57 (1.36-1.82) 

Shift work             

Yes         1.00 reference 

No         1.02 (0.80-1.29) 
Work and life  

balance 
           

Good         1.00 reference 

Bad         1.47 (1.28-1.69) 

Job satisfaction            

Yes         1.00 reference 

No         2.7 (2.38-3.07) 

Income(Monthly)            

      <200         1.03 (0.89-1.21) 

      200-399         1.00 reference 

      ≥400         1.2 (0.94-1.53) 

Working hour            

      <40         1.3 (1.05-1.62) 

40-45         1.00 reference 

46-51         1.04 (0.86-1.25) 

        ≥52         1.03 (0.8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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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통근시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차이 

통근 시간에 따른 우울감 경향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자

영업자의 경우 15분 미만의 근로자가 2.6 %, 15분 이상 30분 미만의 근로자가 1.87 %, 30분

이상 45분 미만의 근로자가 1.67 %, 45분 이상 60분 미만의 근로자가 1.74 %, 60분 이상의 

근로자가 1.9 %로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근로자의 우울감이 가장 낮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통근 시간이 짧아지거나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5분 미만의 

근로자가 1.36 %, 15분 이상 30분 미만의 근로자가 1.45 %, 30분이상 45분 미만의 근로자가 

1.3 %, 45분 이상 60분 미만의 근로자가 1.8 %, 60분 이상의 근로자가 1.77 %로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Figure 2. Comparison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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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국내의 2011년~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5세 이상 108,309명

을 대상으로 통근 시간이 근로자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

다. 근로자의 통근시간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는 통근경험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라는 기

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우울감은 DSM-5의 depression 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하는 정신질환의 우울증

(Depressive disorder)을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술할 수 있는 ‘depressive symptom’

으로 정의하였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고려하여 어

느 정도 결과를 신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4,5차 근로환경조사의 우울감 경

험 일년 유병률은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에서 제시하는 1.5%(남자 1.1%, 여자 2.0%)에서 

0.25%(남자 0.25%, 여자 0.14%) 높은 1.75% (남자 1.35 %, 여자 2.14 %) 유병률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근로환경조사 설문지에서 사용한 1개의 문항으로 우울을 조사했다는 

것은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3,4차와 5차의 설문의 상이성이 있고 이

를 조작적 정의하였으므로 관심변수 측정에 대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통근시간 대별로 우울감을 분석해본 결과 남녀 모두 30~45분의 통근 시간을 가지는 집단

이 우울감이 가장 낮았으며, 45분 이상의 긴 통근 시간을 가지는 집단이 우울감이 높은 것

은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통근 경험자가 겪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다.  

긴 통근시간으로 인한 수면부족은 피로누적, 불면증, 비만 등과 관련이 있고 (Hansson, 

Hermansson, 2011; 신기숙, 2009), 우울 증상의 유병률과도 관련이 있다 (Sakamoto et al., 

2013). 긴 통근 시간은 만성피로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Lyons, 

Chatterjee, 2008), 지각되는 피로 증상의 정도가 높아지고(Lee DG, 1989) 정기 건강 검진 

대상자 510명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만성 피로 환자 63 명 (25.9 %)의 우울증이 비피로 환자 

(3.8 %)보다 높다는 선행결과(오미경, 1990)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번아웃 등에 대한 변수가 없어 추가 분석은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통근시간이 길어질 수록 삶의 질이 하락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

용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통근 시간이 30분 이하로 짧

은 경우에도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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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범위가 중첩되거나 상호 침투가 일어날 때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

한 선행연구와(김수한, 2017), 과도한 크기의 사회적 연결망은 우울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

를 보고한 선행연구과(이민아, 2013)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가정과 일터의 활동 범위 중첩, 과도한 사회적 연결망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은 자영업자에

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으며 통근 시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적어지고 45분 이상 길어진 경

우 그 영향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이는 30분 이상 45분 미만의 통근 시간에서 이미 일터

와 삶터의 물리적 구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통근시간이 정신 건강 문제로 작용할 때,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고소득(월 400만원 이상) 집단 비율 및 1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집단 비율과 통

근시간 간의 양의 상관관계 존재했으며 이는 해당 집단 근무지의 주택 가격이 높아 주거지

와 근무지 간의 분리가 발생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통근시간과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집

단 비율간 음의 상관관계 존재했으며, 주거지와 근무지의 분리가 부족할 수록 과도한 근무 

가능성 높아짐을 의미한다.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집단에서 통근의 규칙성이 부족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주거지와 근무지의 분리가 부족할 수록 통근형태가 불규칙해짐을 뜻

한다.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집단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해지며 직업만족도가 떨어지

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주거지와 근무지의 분리가 부족할 수록 과도한 근무와 불규

칙한 통근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해지며 이에 의해 직업만족도 하락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통근시간과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의 비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남

녀 모두 통근 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득분포에서 고소득 집단의 비율이 늘어났다. 또한 사업

장 규모에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집단의 비율도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

하였다. 고소득 집단 비율 및 1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집단 비율과 통근시간 간은 양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였고 이는 해당 고소득 집단 및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집단의 

근무지가 주택가격, 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분리가 발생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해당 집단에서 통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

율이 높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포함된 여러 의미인 주거지 근무지 분리, 

주거지의 질적 요소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겠다.  

앞서 결과들에 이어서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일 때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직업만족도

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지와 근무지의 분리가 부족할수록 과도한 근무와 불규

칙한 통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지고 직업 만족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동안 육체적, 직업적 요인이 통근시간의 주요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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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근로자의 개별적인 요인도 영향력을 지니는 독립변수로서 높

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근 시간에 따른 건강관련 연구가 주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선형적인 

관계 형태로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터와 주거지 간의 분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인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 결과는 통근 시간에 의한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 및 

완화하는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대표성이 확인된 근로환경조

사는 2011년에서 2017년까지의 광범위한 자료로 신뢰성은 높으나, 단면 조사 연구이기 때문

에 통근시간과 정신 건강 문제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

울감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통근 행태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통근 수단, 환승 유무, 타 교통수단 및 선택의 유무, 통근 비용 등과 같은 측면

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해

당 지표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직장인들의 통근

시간과 행복을 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이용자

보다 통근시간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며,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

자가 45.3%, 대중교통 이용자가 19.6%로 승용차 이용자가 2.3배 더 많았다. 근로환경조사에

는 이 정보가 없어 추가 분석하지 못하였다. 출퇴근 중 통근 수단에 의한 스트레스는 측정

하지 못하였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셋째,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지만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우울감 문제의 현황만 분석했다. 이에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연

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 자료는 긴 기간에 걸친 많은 표

본에 대해 다양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연구 대상자를 주거

공간에서 일터로 통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이 외 근로자의 우울감 간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제3차~5차에 걸친 긴 시

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통근시간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의 유병률 및 유의한 상관관계

를 확인함과 함께 남녀 차이점을 도출하여 비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함으로써 성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국내 근로자의 통근시간에 의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한 연구로 적절하다고 보며 제한점을 보완할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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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통근 소요 시간에 따른 우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인구

학적특성, 직무관련, 건강행태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선정하여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 

108,309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장 규모, 소득, 교

대근무, 통근의 규칙성 등 다른 업무 특성을 보정한 후 우울감 문제의 위험을 분석하고 일

과 삶의 균형, 업무 만족도에 대해 성별로 차이를 확인했다.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근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 통근시간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집

단에서 우울감이 가장 낮았다. 통근 시간과 우울감 간의 연관성에서 남녀 모두 30분 미만에

서 통근 시간이 짧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남성에서 더 

크게 확인되었다. 45분 이상의 집단에서도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내에서 통근 시

간에 의한 증가세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에서는 남성의 경우 200만원 미

만 집단이, 여성의 경우 400만원 이상 집단이, 사업장의 규모는 여성에서만 100명 이상 집

단이, 주 근로시간은 남녀 모두 40시간 미만 집단이, 통근의 규칙성이 없을 경우 남녀 모두 

우울감이 나타났다. 주관적 요인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을수록, 직업에 만족할수록 남

녀 모두 우울감이 낮았다. 우울감의 현황과 영향 요인 모두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였고, 성별 구분한 우울의 영향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근 시간에 대한 우울감을 남녀 구분하여 영향을 받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통근자들의 우울감이 달라지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신 건강 문제의 

방향 및 개선 지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통근 시간은 단

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뿐만 아니라 통근자의 일상생활 등 삶의 넓은 영역에 걸쳐 밀접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야 한다. 짧은 통근시간에

서 확인된 우울감은 일과 삶의 분리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

녀 최적의 교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현황파악

과 어떠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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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산업보건학의 측면에서 국내 근로자들의 통근시간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 등 동

반질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선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예방 지향적 접

근과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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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depressive symptom in Koreans. The 3rd, 4th and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was used to analyze workers who regularly commute from their 

residence to work. Workers working less than 3 days of weekly work were exclud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depressive symptom.  

Among a total of 108,309 workers (53,926 men, 54,383 women), 1.35% of men 

and 2.14% of women had depressive symptom. After correcting for socio-statistic 

factors such as workplace size, weekly working hours, shift work, work-life 

balance, job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and income, depressive symptom was 

analyzed by commuting time. As a result, the group with 30-45 minutes commuting 

time for both men and women has the lowest risk of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 In the case of the group of less than 30 minutes, the shorter the 

commuting time, the more depressed.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the lack of 

separation between the residential and working areas of the self-employed group. 



  38   

On the other hand, the group with more than 45 minut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eeling of depressive symptom even if the commute time increased. 

This study found that commuting time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self-employed and waged workers 

had different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it is emphasized 

that workers' commuting time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t can have a close influence over a wide area 

of life such as the daily life of comm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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