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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행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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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복에서 사고의 특성과 운 자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 1월에서 2014
년 5월까지이며 연구 상은 복사고로 응 의료센터에 내원한 운 자 10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교통안 공단 인체상해 데

이터를 이용하 으며 여기에는 자동차의 손상정도와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차량의 기본정보와 환자정

보, 손상의 역학  원인과 사진 상의 손상정보, 환자의 임상  손상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
하여 기술통계, ANOVA, Chi-square test 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차량종류에 따른 손상정도계수(Injury Severity Score)
평균 수는 작은 차량에서 6.00 , 높은 차량에서 11.78 , 그 외 차량에서 14.70 을 보 고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P=.267). 안 벨트 착용 여부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안 벨트를 유의하게 착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P=.007), 차량 종류나 날씨 등이 안 벨트 착용 여부와 상 계를 보이지는 않았다(P=.755, P=.793).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작을수록 운 자들이 안 벨트를 차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 고, 날씨가 맑은 날 오히려 안 벨트를 좀 더 착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 사고에서도 다른 사고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안 벨트 착용 여부가 손상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is to analyze of driver behavioral and the accident characteristics in rollover. The study period was 
January 2011 to May 2014 and the subject of study was 102 person who were drivers visited the emergency room.
Research tool includes a damage information of the vehicle, accident mechanism, damage to the patient clinical 
information with the injury data from the ROAD Traffic Authority. For data analysis, SPSS 18.0 was used for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Injury Severity Score average score according to the vehicle type is 6.00 points in the 
smaller vehicle, at high vehicle 11.78 points, from the other vehicle that showed 14.70 point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did not show (P=.267). Men did not use a seat belt significantly compared to 
women(P=.007). Vehicle type and weather, this was no correlation with whether or not use the seat belt(P=.755, 
P=.793). But showed a tendency to smaller size vehicles drivers do not use a seat belt, the weather could see a little 
more inclined to use a seat belt rather than a sunny day. Finally, in rollover accidents as in other types of accid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seat bel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amage. 

Keywords : Driver behavior, Rollove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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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통사고에서 운 자의 손상 여부와 증도는 차량의 

속도 그리고 안 장치의 역할에 달려있다[1,2]. 재 국

내에는 많은 차량이 보 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차량을 

포함한 다국 인 형태와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부분은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

고 편안한 승차감을 해 차량이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더 안 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도 차량 내외의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실제 탑승자의 손상은 많이 고 있다는 의견들

이 있지만 응 실을 통해 내원한 사망자  부상자의 순

는 여 히 상 에 랭크되어 있다[3]. 
교통사고는 차량  환경요인 더불어 인  요인의 상

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며, 이  특히 인 요인을 시하

고 있다[4,5,6]. 차량의 속도와 안 장치를 제외하고도 

교통사고 시 운 자 손상에 상 되거나 증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도 주목하여 교통사고 방과 안  교육 

등 다양한 정책  개입을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필요

가 있다[6,7,8]. 
자동차 사고의 유형은 Mattox 등(2000)의 자동차 충

돌의 5가지 유형인 방충돌, 측면충돌, 후방충돌, 회
충돌, 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9]. 특히 정면충돌과 
복은 기본 으로 탑승자의 손상 정도를 심각하게 상할 

수 있는 차량사고의 유형인데 정면충돌의 경우는 속도가 

미미한 경우도 포함되어 실제 사고의 증도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자들은 복사고의 자료를 바탕으

로 운 자의 행동특성을 악하고 이들의 안 장치에 

한 역할과 손상에 미치는 향 등에 해서 분석하고자 

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자 및 진행 절차  

본 연구는 2011년 1월에서 2014년 5월까지 교통안
공단 인체상해 데이터를 통해 후향 으로 조사하 다. 
복사고로 응 실에 내원한 환자 108명  기록 미비
를 제외한 102명의 운 자를 상으로 하 다. 
인체상해 데이터는 순천향 학교 부천병원, 건국 학

교 충주병원, 연세 학교 원주세 란스병원의 응 의학

과 에 의해 자동차의 손상정도와 환자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차량의 기본정보와 환자정보, 
손상의 역학  원인과 사진 상의 손상정보, 환자의 임상
 손상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고 악을 한 조

사는 환자가 연구병원 응 의료센터를 내원하 을 때 인

터뷰를 통해 입수하 으며, 사고 차량 정보는 사고차량
이 보 되어 있는 공업사 등을 방문해 악하 다. 차량
의 손상은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tion)의 CDC(Collision Deformation 
Classification)코드를 통해 정리되었고, 환자의 손상정도
는 손상정도계수인 ISS(Injury Severity Score)를 통해 
객 으로 분석되었다.  ISS는 1974년 Baker 등[10]에 
의해 소개된 손상 증도에 한 표  해부학  측정법

으로 신체부 (머리, 얼굴, 가슴, 배, 골반을 포함한 사
지, 피부 등)  가장 높은 약식손상계수(AIS, 
Abbreriated injury sacle)를 보이는 부  3개를 선택하
여 제곱한 합으로 계산된다. 복사고는 NHTSA에서 활
용하고 있는 총 10개의 분류방법을 통해 분류하 으며 

사고의 역학은 환자의 진술, 119 구 활동일지 그리고 

경찰의 의견서 등을 통해 검토되었다. 차량 종류는 경차 
 소형차로 구분할 수 있는 1600cc 미만 차량의 작은 
차량, SUV, 트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높은 차량, 그 
외 세단 등을 그 외 차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차량
의 내부상황과 운 자 안 장치 등에 한 진술을 검토

하기 해 실제 1인의 조사요원이 동의를 구한 뒤 공업
사 등에서 차량을 직  검토하고 사진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2.2 자료분석방법 

통계 분석은 SPSS 버  18.0(IBM Inc., Chicago, IL)
을 사용하 으며 모든 통계결과는 P값이 0.05미만을 의
미 있는 것으로 하 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과 표 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 으며 차량 종류에 따른 특성 

비교는 ANOVA로, 운 자의 안 행동 특성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해 비교하 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총 102명이었으며 남자는 71명(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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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31명명(30.4%) 이었다. 이  50~59세 연령 가 

30명(29.0%)이었으며, 40~49세가 22명(22.0%), 20~29
세 18명(18.%) 순으로 많았다. 안 벨트의 착용 유무에

서 착용자  미착용자는 각각 63(61.8%), 34명(33.3%)
이었으며, 안 벨트 착용여부를 알 수 없었던 운 자는 

5명(4.9%) 이었다. 복유형은 Bounce over 28명
(44.4%), Fall over 22명(21.6%), Collision of another 
vehicle 21명(20.6%), Turn over 16명(15.7%) 순이었으
며, 차량 종류는 SUV, 트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높은 
차량이 68명(66.7%), 경차  소형자로 구분할 수 있는 
작은 차량이 11명(10.8%), 그 외 세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량이 23명(22.5%)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102)
Character N %

Gender
Male 71 69.6

Female 31 30.4

Age

20~29 18 18.0
30~39 15 15.0
40~49 22 22.0
50~59 30 29.0
60~69 14 14.0
70~79 3 3.0

Tyoe of rollover

Bounce over 28 44.4
Fall over 22 21.6

Collision of another vehicle 21 21.6
Turn over 16 15.7
Trip over 4 3.9
Flip over 2 2.0

Climb over 1 1.0
End over end 1 1.0

Other roll over initiation type 1 1.0
Unknown 9 8.8

Wearing the seat 
belt or not

Wearing 63 61.8
Not wearing 34 33.3

Unknown 5 4.9

Type of car
Small car 11 10.8

High-roofed car 68 66.7
The rest car 23 22.5

3.2 차량종류에 대한 특성 

차량 종류에 따른 손상정도를 비교하기 해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진행하 고, 각 차량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267). ISS 평균 수는 그 외 
차량 14.70±20.96, 높은 차량 11.78±12.49으로 증 손
상을 보 으며, 작은 차량은 6.00±8.1으로 경증 손상을 
보 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al comparison according in the 
type of cars                      (N=102)

ISS(Mean±SD) P
Small car 6.00±8.1

0.267High-roofed car 11.78±12.49
The rest car 14.70±20.96

3.3 운전자의 행동특성-안전벨트

운 자들의 안 벨트 착용과 련된 행동특성을 비교하

기 해 교차 분석을 진행하 다[Table 3]. 분석 결과 남성
에서 유의하게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

으며(P=.007), 차량 종류에 따라 운 자들의 안 벨트 착

용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755). 날씨에 
따른 안 벨트 착용 양상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793).
이와 련해 연령  별로 안 벨트 착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았으며, 20 와 50 에서 각각 

47.1%, 44.8%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 으로 안 벨트를 

덜 착용하는 것으로 보 다[Fig. 1]. ISS 평균 수와 비교
해 보았을 때에는 20 에서 7.89 , 50 에서 15.57 을 

보 다[Fig. 2]

Table 3. Driver's behavior characteristic-seat belt     
(N=97)

Character
Seat belt

P
Wearing Not wearing

Gender
Male 37 (38.14) 29 (29.90)

0.007*

Female 26 (26.80)  5 ( 5.15)

Type of car
Small car  8 ( 8.25)  3 ( 3.09)

0.755High-roofed car 40 (41.24) 24 (24.74)
The rest car 15 (15.46)  7 ( 7.22)

Weather
Sunny 43 (44.33) 21 (21.65)

0.793Cloudy 10 (10.31)  7 ( 7.22)
Rain, Snow 10 (10.31) 6 ( 6.19)

*P<0.05

Fig. 1. Tendency of wearing the seat belts according to 
the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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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Iss average according to the group

4. 고찰 

본 연구에서 복사고의 자료를 바탕으로 운 자의 

행동특성을 악해 본 결과, 안 과 직결된 안 벨트의 

착용경향이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20 와 50  연령에서 특히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나이가 은 경우, 안 벨트 착용률

이 낮고 일반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벨트 착용이 유의

하게 높다는 선행연구[11,12]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미 
여성운 자들보다 남성운 자들이 더 높은 교통사고 치

사율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13,14]를 놓고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남성이 더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연령에서 20  다음으로 

안 벨트 착용률이 낮은 연령 는 선행연구[11,12]와는 
달리 50 에서 높은 비율을 보 으며, 이와 비교해 20
에서는 경증의 손상정도를, 50 에서는 증의 손상정

도를 나타냈다. 김태호 등[15], Petridou & Moustaki[16], 
김 환 등[17]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을 노령화로 
인해 운동  감각기능과 인지 능력 하, 반응시간의 지
체로 교통사고를 래하는 인 험요인으로 악하

다. 본 연구 결과 실제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20
와는 다르게 50 에서 더 증의 손상을 보 던 것은 통

계  유의미성은 없었지만 이와 련된 것으로 악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안 벨트 착용경향이 일기의 조

건과 차량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해보았으

며, 통계학 으로 일기나 차량 크기 등에 크게 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일반 인 생각과는 

달리 높은 차량이나 그 외 세단과 같은 큰 차량에서 작

은 차량에 비해 손상의 정도가 높았으며, 안 벨트를 착

용하는 운 자의 비율 한 작은 차량에서 더 높은 것을 

발견하 다.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나 

비가 오는 일기의 조건에서 오히려 안 벨트 착용 비율

이 낮았던 것 한 주목해 볼 만한 결과 다. Mittal[18]
은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상을 동기이론에 의해 

설명하기 보다는 Triandis의 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날씨가 궂어 사고의 
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이

라 단되지만 안 벨트 착용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을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단된다.
복사고에서 안 벨트 착용 여부는 손상 증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로, 복사고 시 차량내부  
지붕과의 충돌을 방하는 효과를 갖는다[19]. 이에 우
리나라는 1990년부터 법 으로 운 자의 안 벨트 착용

을 의무화해왔으며, 재는 버스, 택시까지도  좌석 안
벨트 착용 의무화를 확 해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안 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 으로 안 벨트 착용은 자신의 안 을 지키려는 의

식과 습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본 연구 결과  
작은 차량 운 자들이 큰 차량 운 자들에 비해 안 벨

트를 착용하는 경향이 컸던 것도 작은 차량이 사고가 났

을 때 더 험하다란 일반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

각되어 진다. 20 에서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 

한 은 연령일수록 죽음에 한 두려움이 어 험

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과 안 에 한 자신감에

서 비롯된 것이라 단된다. 이에 단순히 안 벨트 착용

을 법 으로 의무화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

에 맞는 교육과 홍보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사고로 인한 증 손상을 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을 복차량 운

자로 제한하여 많은 양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다. 하지만 차량 사고 유형에 따라 손상 정도  
후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복 사고는 증도가 높
은 유형의 사고라는 에서 본 연구의 복차량 운 자 

사고 분석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각 다
른 사고 유형에서도 사고의 특성과 운 자의 행동 분석 

등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
구에서는 사고결과를 바탕으로 운 자와의 면담, 사고차
량 조사 등이 직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사고 당시 장

과 운 자의 행동을 측할 만한 직 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한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정확하고 신
속한 체계 인 정보수집체계를 통해 추가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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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총 102명의 복사고로 인한 운 자에서 남성이 유의

하게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0
와 50 에서 특히 안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차량의 크기가 작을수록 운 자들이 안 벨트를 

착용하는 경향을 보 고, 날씨가 맑은 날 오히려 안 벨

트를 좀 더 착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 사고에서도 다른 사고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안

벨트 착용 여부가 손상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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