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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사고는 높은 비중과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졸음을 유발하는 고속도로의 단조로운 기하구조와 장거리·

야간운전과 같은 이용 환경적 특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 이러한 졸음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면요철포장 설치, 환기시

키기, 차량 내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등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졸음을 깨워줄 뿐 피로와 졸음을 원천적으로 해소시켜 주지

는 못한다.

따라서 운전 중 피로와 졸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간

간격이 긴 곳을 대상으로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110개소를 대상으로

졸음쉼터가 설치된 휴게소 구간에서의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준실험설계와 통계적분석 등 다양한 연구모형을 이용

하여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졸음쉼터 이용현황과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자료를 수집

하여 졸음쉼터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운전자들은 호남(지)선, 영동선, 서해안선에 설치된 졸음쉼터

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이용자의 이용빈도는 주 1

∼2회 미만, 이용시간은 30분 이내 체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방법에서 졸음

쉼터의 설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코호트 순차설계와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를 통한 연구결과에서는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

에서 각각 평균 1.23건, 1.67건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에서는 졸음운전사고율이 약

0.63건(1억대·k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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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선별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시계열 분석결과에서는 호남

(지)선, 영동선, 서해안선 등 세 개의 노선에서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가

2009년과 2010년도의 극저치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졸음쉼

터 설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에서는 호남(지)

선이 경부선 및 중부내륙선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졸음운

전사고 감소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졸음쉼터 이용실태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졸음쉼터

이용자들이 응답한 바와 같이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졸음쉼터 실제 이용률이 높은 노선일수록 졸음쉼터 설치효과 또

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졸음쉼터의 실제 이용률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졸음

운전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지만 졸음쉼

터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졸음쉼터 이용률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용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장실과 주

차장 확충 등 이용자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졸음쉼터

설치부지 사전확보 등 효율적으로 졸음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신설·확장시 사전에 졸음쉼터 설치계획이 입안된다면 졸음쉼터

또한 휴게시설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졸음쉼터, 교통사고, 졸음운전, 졸음운전사고, 휴게시설

학 번 : 2013-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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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5년의 8,538건을 정점으로 하향추세

에 있으나 치사율은 다른 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1).

최근 5개년(2009∼2013년)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2,465건

가운데 주시태만, 졸음, 과속 등 운전자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10,659건으로 전체 사고의 86%를 차지한다2). 특히, 이 기간 중 졸음운전

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21%, 치사율은 18%로 높은 사고율과 치

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속주행을 위한 단조로운 기하구조와 운전자의 장시간·야간운전

등 고속도로가 지니는 피로와 졸음유발 요인적 특성 때문이다. 또한 사

고 발생시 고속 주행에 따른 물리적 충격의 크기가 크고 졸음으로 인한

충돌 회피 노력이 거의 없으며 제한된 유출입 구조로 인한 병원까지의

후송시간이 길어 치사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운전자의 약 23∼52%가 졸음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Garder & Alexander, 1995), 국내의

경우 79.3%가 졸음운전을 경험하였으며3), 이러한 졸음운전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졸음운전은 정확한 졸음의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안전에 영

향을 미치는 졸음의 정도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규제와

단속도 어려워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졸음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많

1) 2013년판(201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도로교통공단, 2013).

2)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자료(C등급 이상) 분석.

3) 졸음운전 및 예방대책 연구(도로교통공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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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2시간 운행 후 휴식이나 잠깐동안(15∼20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로와 졸음 해소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이를 위한 소

규모 휴식공간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지만 그 설치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

구는 전무한 편이다.

장거리 교통망인 고속도로에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피로

해소 및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

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평균 간

격이 길어 주행 중 피로나 졸음에 직면했을 때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부터 휴게소간 간격

이 긴 곳 등을 선정하여 고속도로변의 갓길을 확장하거나 여유부지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간이 휴식공간인 졸음쉼터4)

를 확충해 가고 있다.

여기서 졸음쉼터를 설치하는 데에는 세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휴게소간 거리가 길수록 졸음운전사고의 발생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운전 중 졸음상태에 직면 시 가까운 휴

식공간에 들러서 즉시 휴식이나 잠깐 동안의 수면을 취할 것이다. 세 번

째로 휴게소에서 피로나 졸음을 해소할 경우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동안

졸음운전사고 발생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휴게소의 간격이 긴 구간이

운전피로에 의한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첫 번째 가정 (이주영,

2009)과 잠깐동안의 수면이 졸음운전사고 위험률을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전제인 운전자가 졸음에 직면했

을 때 가까운 졸음쉼터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한다면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가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휴게소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 방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4)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

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도로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일부개정, 20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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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쇄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간이 휴식공간이나 일정지역 또는 일정

기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연구한 보고

자료들이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음쉼터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졸음쉼터 이용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졸

음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소 사이에 설치된 졸음쉼터가 졸음운전사고 예

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2011∼2012년까지 고속도로 전·후방 휴게소 사이에 설치된

졸음쉼터 110개소에 대한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구간은 고속도로 전·후방 휴게소 구간이며, 분석대상

자료는 휴게소 구간에서의 전체 졸음운전사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분석기간은 최근 5개년(2009∼2013년)으로 정하였다. 졸음쉼터 설

치의 사전·사후 조사 등을 통한 통계상 의미 있는 기간을 선정하기 위하

여 2009년∼2011년까지를 사전측정 대상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연구방법

에 따라 2012년도와 2013년도를 사후측정 대상기간으로 정하였다.

분석단위기간은 기온, 날씨와 같은 계절 요인 등으로 인한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1년으로 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2012∼2013년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사한

졸음쉼터 실제 이용률과의 관련성을 비교·검토하고, 선행연구와 졸음쉼

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졸음쉼터 설치효과 제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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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속도로 운전 중 피로와 졸음에 직면한 이용자들이 졸음상

태로 먼 휴게소까지 운행하지 않고 가까운 휴식공간에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졸음쉼터

의 설치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졸음운전사고의 원인 및 예방대책, 예방대책의 효

과, 휴게시설의 종류 및 설치효과 등에 관한 기준, 이론 및 연구모형 등

을 국내·외에서 기 발간되거나 발표된 책자, 논문 및 학술지 등을 토대

로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졸음쉼터의 설치 및

이용현황,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하여 노선별 휴

게소 설치현황, 졸음운전사고 데이터, 교통량 데이터 등의 자료는 한국도

로공사의 교통사고 및 교통분석지원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특히, 세밀한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모

형을 이용하여 설치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졸음쉼터는 이미 전국 고

속도로에 설치되어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추정하

는데 비교적 인과적 추론이 가능한 준실험설계와 졸음쉼터 설치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사고율 감소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준실험설계 모형으로는 코호트 순차설계,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단절

적 시계열설계를 이용하였으며,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 등을 통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설치된 졸

음쉼터를 대상으로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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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졸음운전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교통사고의 개요

가. 교통사고의 정의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교통사고는 교통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육상, 항공, 해상을 포괄하는

최광의의 교통사고, 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한 육상교통사고를 의

미하는 광의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장소적 범위가 도로교통법상의 도

로 여부를 불문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최협의의 교통사고로 분류된다5).

여기에서는 본 연구 목적상 최협의의 교통사고인 도로교통법상 교통사

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교통사고의 정의

관련 법규 용어 정의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도로교통법상 말하는 교통사고는 동법에서 정의하는 차(제2조 제17호

가목)의 교통으로 장소적 범위인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제2조 제1호)

5) 이청준(2008), 교통사고 실태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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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궤하는 피해의 결과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또한 사고라는 본연의 특성상 고의가 아닌 과실과 같이 우연에 의

해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

법상의 적용을 받는다.

나. 교통사고 유발요인6)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환경적요인(도로 및 기타 환경)에 의

해 발생하거나 이들 상호간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인적요인에는 운전자의 성격, 태도, 의욕, 기분, 피로, 시각, 근육운동 기

능 등과 같은 심리적 및 정신적 조건, 생리적 및 감각적 조건, 육체적 및

근육적 조건 등이 있다. 차량요인에는 차량의 성능, 결함 등이 있으며 환

경적 요인으로는 도로·교통조건, 일기, 온도 등의 자연조건, 사회환경 조

건 등이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 차량, 도로 및 환경조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림 2> 교통사고 유발요인

인적요인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습관, 태도

▪운전자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 위험의 인자와

회피에 대한 판단, 심리적 조건 등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 운전습관, 내적태도 등

차량요인 ▪차량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적하 관계 사항

도로물리

요 인

도로구조 ▪도로의 선형, 노면, 차로수, 노폭, 구배 등

안전시설 ▪신호기, 도로표지, 방호책 등

환경요인

자연환경 ▪기상, 일광, 명암 등 자연조건

교통환경 ▪차량교통량, 차종구성 등 교통조건

사회환경
▪교통도덕, 교통정책 및 행정법적인 요인,

교통단속과 형사처벌 등 사회적 요인

구조환경 ▪정책부진, 교통여건변화, 고용인원 부족 등

6) 교통공학원론(하), 2008, 도철웅 : 본 연구범위 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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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요인

교통사고 중 인적요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해외의 연

구사례에 의하면 90%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l Johan Almqvist K. et. al. 2013). 인적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서는 운전자의 운전수행을 위한 정보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뇌에 의한 인지-행동판단-반응의 정보처리과정

을 거치게 되는데 인지는 시·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도로환경을 탐

색하고 물체나 속도 등을 식별하는 과정이며 행동판단은 인지된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반응은 운전자의 손과

발 등의 육체적인 반응과정이다. 이와 같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오는 착오

와 소요시간의 지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이 과정은 운전능력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운전능력이 좋은 사람은 중추신경계통의 작동이 빠르

다. 운전기술이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피로, 알코올 등에 의

한 중추신경계통의 능력의 저하, 성격,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도로 기하구조가 단조롭고 주변 환경 변화가 적

어 시청각의 자극이 적고 엑셀, 브레이크, 핸들 등 손과 발의 조작이 많

지 않아 뇌의 자극이 적어지면 피로와 졸음이 발생하며 자연히 반응시간

도 지연된다. 이러한 결과로 피로와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2) 차량요인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는 차량의 정비·점검 불량, 설계 및 제조과정상

불량, 제품의 불량에 의한 사고로 나누어진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는 대부분 차량의 정비·점검 불량에 의해 발생한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운데 타이어 파손과 제동장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후미등과 조향장치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고속도로에서 차량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고속

주행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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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요인

환경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구조와

안전시설, 자연조건, 교통환경, 사회·구조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도로

구조 요인과 안전시설요인, 교통량과 혼잡도, 기상조건 등은 교통사고 발

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구조적 환경교통은 교통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에 주며 그 상관관계를 밝히기도 어렵다.

다. 교통사고의 특성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도로물리요인이 우수하여 교

통량 대비 사고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고속주행 및 병원까지의 후송

거리가 멀어 치사율은 높은 편이다.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

경적요인과 고속도로 사고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와 같다.

<그림 3> 환경적요인과 고속도로 사고율과의 관계7)

환경적요인 사고율 증가 원인

평면선형

곡선반경 750m를 경계로 그 값이 적어질 때.

단, 곡선도로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곡선구간에서

사고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종단선형 내리막길 경사가 급할 경우(종단구배 급할 때)

차 로 수
차로수가 많아 교통량이 많을 때(교통혼잡도 높을 때).

차로수의 변화가 많을 때(속도의 변화가 클 경우).

차로폭/갓길 도로폭과 갓길이 좁을 경우

노면상태 횡방향 마찰계수가 적을 때(우천 등으로 미끄러울 때)

기상조건 안개 등으로 시거불량, 악천후 시

7) 교통공학원론(하)(2008, 도철웅)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1991, 교통안전진흥공단) 내용 참고.



- 9 -

2. 피로와 졸음운전

가. 피로와 피로운전

1) 피로의 정의와 종류

피로는 “예상되었던 힘의 산출이나 행동수행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8)”, “수면이나 휴식부족, 그리고 육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 호소하게 되

는 정상적인 경험(David, et al., 1990)9)”, “과다한 일을 하는 동안에 또

는 일을 끝낸 후에 나타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10)”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운전을 장시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는 Batley(1970)는 “피곤함을

느끼는 것, 운전에 대한 거부감, 운전을 마지못해 수행함”으로 정의하였

으며, Brown(1994)은 “도로와 교통상황에 대한 집중력의 점진적 감퇴”로

정의하였다11).

피로의 종류는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 신경·감각적 피로, 기타 신체

질환 피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

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적 피로는 중추신경계의 피로로 정신적으로

계속되는 긴장 등에 의해 일어나며 보통 단조로움과 지루함과 관련된 느

낌의 피로를 말하며, 육체적 피로는 근육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

며 혼잡한 교통상황 시 긴장에 의한 근육 피로,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피로 등을 말한다.

이러한 피로는 일반적으로 무기력과 졸음으로 이어지고 뇌의 각성상태

를 저하시켜 운전자의 운전수행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8) KIRKENDALL, DONALD T. "Mechanisms of Peripheral Fatigue",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August 1990.
9) 이경아(2010) “임상간호사의 A/B형 성격유형에 따른 피로와 건강상태“에서 재인용

10) 김전(1987), “성인병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성인병예방협회보 제80호 제5면

11) 이주영(2009), “고속도로에서 운전피로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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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운전의 원인

운전은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의 혼합이며 정신적 활동이 주를 이

룬다. 육체적 활동은 핸들, 엑셀, 브레이크 그리고 기어조작 등에 국한된

다. 반면 정신적 활동은 도로와 주변 환경을 장시간 인지하고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정신적 부하를 겪는다.

고속도로와 같은 단조롭고 변화가 적은 주행환경에서는 운전조작을 위

한 육체적 활동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고속주행에 따라 항

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도로보다 고도화된 정신적 스트레스

를 수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운전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에 의

한 피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운전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가 누적되며

이로 인해 인지반응이 둔화되고 주의·집중력이 감퇴되어 운전수행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전효정(2002), 성은경(2002) 등은 고속도로와 도심주행에 대한 주관적

운전피로의 설문조사 결과 주행상황에 관계없이 운전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피로와 졸림감이 증가함을 보였다. 도심주행에서보다 고속도로 주행

에서 졸림감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도심주행의 경우 주행환경이 고속도

로보다 복잡하여 운전조작이 많아지므로 육체적 피로는 증가하는 대신

졸림감은 더 낮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일본의 고속도로 주행시험 결과

(고속도로조사회, 1968)에서도 주행속도와 주행거리에 따라 정신적 피로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小林和者(1968)와 Sagberg(1999)도 각각

주행시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피로가 증가하는 경향을 밝혔다12).

이외에도 불량한 도로, 악천후, 교통정체, 주차 및 휴식공간 부족 등의

환경적요인과 수면부족, 장시간 및 야간운행 등이 피로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13).

12) 이주영(2009), “고속도로에서 운전피로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13) 한국운수산업연구원(2007), 졸음운전 교통사고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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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음과 졸음운전

1) 졸음의 정의

졸음이란 수면 연구분야에서의 용어로 일주기리듬(Circadian)과 수면

욕구를 조절하는 신경생물학적 과정들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inges,

1995)14). 또한 졸음은 수면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단순히 정의된

다(Brown, 1994).

2) 졸음운전의 심각성

국내·외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20년 전이나 최근(2011)까지도 50%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상진 등(1994)이 조사한 결과 53.2%, 도로교통

공단(2011)에서 조사한 결과 79.3%가 졸음운전 경험이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 23∼52%(McCartt, Ribner, Pack, Hammer, 1996), 캐나다의 경우

50%(Traffic Injury Research Foundation, 2004)로 졸음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직면할 경우가

많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피로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비율 4배 증가하고(Daniel Perez-Chada, 2005), 운전자들이 졸립다고

자각한 경우 위험성이 약 8배 증가하였다(Connor 등, 2002)15).

2006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 위험성이 일반도로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운수산

업연구원, 2007).

14) 김정기(2001), 수면의 일주기리듬과 교통사고 위험도, 한국심리학회지

Vol. 6, No 2, 63∼73 재인용.

15) 도로교통공단(2011), “졸음운전 원인 및 예방대책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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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음운전의 원인

졸음운전의 주원인은 피로이며 수면부족, 야간 운전, 장거리 운전, 단조

로운 도로환경, 식곤증, 계절, 날씨, 온도, 환기, 단독운전, 약물 부작용,

안락한 차량 내 환경 등이 있다. 수면부족은 집중력 저하, 지각 및 경계

감소의 원인이 되어 운전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Pack 등(1995)은 대부분

의 졸음운전사고가 고속 주행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수면

부족이 인지반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간 운전은 생체리

듬상 뇌의 각성상태가 떨어지는 시간대이다. 동경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일본도로공단과 경찰청이 졸음운전사고 173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1969)

시간대별 졸음사고 발생현황과 뇌의 활동수준이 역대칭 관계에 있으며

생체리듬상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장시간 운전은

피로를 유발하고 이러한 운전피로가 졸음을 유발한다. Hanlon,

Kelly(1977)는 장시간 운전이 졸음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

하였다. 단조로운 도로환경은 뇌의 활동을 저하시켜 도로 최면(Lauer,

1960)에 빠져 들기 쉽다. 고속도로 진입 후 30분 전후에 졸음에 빠지는

것은 피로보다는 단조로운 도로환경에서 오는 도로최면 때문이다16).

Roge et al(2003)은 고속도로와 같은 단조로운 도로환경에서 1시간 동안

주행하는 실험에서 처음 30분과 이후 30분간의 주변상황에 대한 민감도

를 비교한 결과 운전한 지 불과 30분 만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17). 김선웅 등(2002)은 운전시간 경과 90분 이후부터 졸림감이 증

가하며, Schultz(1965)는 환경조건 등에 의해 30분 정도 지나면 의식은

꽤나 저하되고 지각의 상실은 45분 안에 졸음에 빠진다고 한다18).

이러한 졸음발생 요인은 주의·집중력을 저하시켜 졸음에 빠지게 하는데

이럴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지며 행동판단과 반응시간이

지연되어 결국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게 된다.

16) 교통안전공단(1991),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17) 이주영(2009), “고속도로에서 운전피로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18) 심관보 등(1988), “대형차량의 졸음운전방지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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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로운전과 졸음운전

피로가 졸음운전의 주요 요인이지만 피로가 반드시 졸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로한 상태에서도 졸음상태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량의 성능 향상으로 인하여 승차감 좋고 안락한 차내 환경이나 평탄한

주행환경은 피로를 줄여주지만 과도한 안락함이 도로환경으로부터 운전

자를 분리시켜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어 피로와 졸음을 명확하게 구분하

는 것은 어렵다.

한 연구에서는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사고 유발과정을 제시하였는데 뇌

의 산소 부족으로 중추신경이 피로하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감각

둔화와 지각 저하가 발생되며 근수축의 조정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감각

자극이 차단되며 인지의 지연, 판단의 오류, 조작의 오류가 발생되어 졸

음운전을 유발시켜서 사고에 이른다고 하였다19).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피로와 졸음을 함께 겪게 되는데 피로와 졸음은

따로 분리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피로의 의미가 더 넓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졸음운전사고의 특성20)

졸음운전사고는 졸음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인 무자극적인 단조로운 주

행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자의 뇌

의 각성을 저하시키는 무자극적 환경과 생리적 요인에 의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자극적 도로환경의 특성을 갖는 평탄, 직선, 건조한 노면, 맑은 날에

졸음운전사고 발생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도로환경적 특성과 장거리, 야

간운전 등의 이용자 특성을 갖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주기리듬상 뇌의 활동에 저하를 가져오는 시간대인 야간시간대

19) 심관보 등(1988), 대형차량의 졸음운전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20) 도로교통공단(2011), 졸음운전 원인 및 예방대책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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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로를 누적시키는 장시간, 장거리 운전 등에서 사고가 많다. 차량 내

환경요인으로는 단독운전에 의한 사고가 많다. 또한 우측 차선이탈로 인

한 사고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갓길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가 많이 발

생한다.

<그림 4> 졸음운전사고 일반적 특성

환경조건 졸음사고 발생특성 환경조건 졸음사고 발생특성

운행거리 기점에서 멀수록 시 간 대 새벽시간대(2시-6시)

운행시간 장시간운전 노면상태 건조상태

기상조건 맑은날 계 절 여름, 겨울

선형조건 직선구간 탑 승 자 단독운전

종단구배 평탄구간 도로종류 고속도로

이러한 졸음운전사고의 특성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노스캐롤

라이나와 뉴욕주의 단독차량 차선이탈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Pack 등, 1995; McCartt 등, 1996), 다른 종류의 도로와 비교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Knipling & Wang,

1994; Wang, Knipling, & Goodman, 1996), 새벽 2∼6시 사이가 졸음으

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Hom과 Reyner, 2001), 새

벽시간 대에는 본인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드는 현상(microsleep)이 쉽게

나타나 그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결과(Dinges, 1995)와 새벽시간대 다음

에는 오후 2시 이후부터 뇌의 각성도가 저하되어 오후 5∼6시 이후에 다

시 각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Mass, 1999; Roelhrs et al., 2000) 등

이 있다.

이외에도 졸음운전사고는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주행상태에서 발생하고

사고 직전 충돌 회피 행동이 없으며 치료기관까지 후송에 걸리는 소요시

간이 시내보다 길어 치사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졸음운전사고가 여름·겨울과 새벽시간대 많이 발생하지만 졸음

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승용차 등 교통량이 많아 졸음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간동안의 졸음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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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시대책

교통안전진흥공단

(1991)

환기, 레몬·귤 등 산 섭취, 속도 가감, 속도

표지·구배 확인, 충분한 휴식

4. 졸음운전사고 예방대책 및 효과21)

졸음운전사고는 뇌 활동의 저하 즉, 중추신경계통의 능력저하에 의해

발생하고 뇌의 각성상태 저하는 피로와 졸음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다. 졸음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로와 졸음을 유발

하는 요인을 해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뇌의 각성상태

를 높이거나 순간적인 졸음에 빠졌을 때 깨워야 한다.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운전자들의 졸음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그림 6>과 같이 연구자의 제시대책들이 대부분 이러한 목적 하에 이루

어지고 방법 또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방법

이나 대책들이 실증적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은 많지 않다.

<그림 5>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조치사항

연구자 운전자 조치사항

도로교통공단

(2011)

환기, 휴식, 커피 등 음료수, 라디오 듣기, 갓길 주차,

담배, 차선변경 또는 가속 등

영국 환기, 걷기, 라디오 청취, 탑승자와 대화, 커피 등

호주
길가에 차 세우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출발 전 숙면,

니코틴, 건강관리, 규정된 수면, 엿이나 초콜릿, 알콜

W i l l iamson

등(2001)

수면, 카페인, 휴식, 음악/라디오 듣기, 환기 및 냉풍,

샤워, 단거리 걷기 등

Nguyeun 등

(1998)

동승자가 운전, 잠시 휴식, 잠깐 운동이나 걷기, 동승

자와 이야기, 카페인 음료 섭취, 찬물 세수 등

※ 운전자들의 응답률이 많은 순서대로 열거한 것임.

<그림 6>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자 제시대책

21) 참고문헌의 도로교통공단(2011), 교통안전공단(1991),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07), 이주영(2009) 등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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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시대책

일본 산업의학연구재단 껌, 커피, 음악틀고 노래, 물수건으로 얼굴닦기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07)

차에서 내려 운동, 통풍·세안, 커피나 냉수,

껌, 잠깐동안(10∼20분) 수면, 휴식

도로교통공단(2011)
적정 차량온도 유지, 환기, 수분섭취, 카페인

섭취, 잠깐 자기, 불법적 약물복용 금지

영국 Highway Code 2시간 주행 후 휴식 권장

그러나 <그림 7>에서와 같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 잠깐 동안의 수면과

휴식이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

로 뇌에 자극을 주어 뇌의 각성상태를 높이는 방법과 일시적으로 졸음을

깨우는 방법보다 피로나 졸음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졸음운전의 주 요인인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Bennington(2000)은 휴식이 신체적인 회복에,

수면은 뇌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커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가 뇌의 각성 향상 효과가 뛰어나

졸음운전에 효과가 좋다고 밝혀지고 있으나(Griffiths 등, 1990; Lorist

등, 1994; Fox, 1993; Horne & Reyner, 1995; Horne 등, 2002) 지속성

부문에서 잠깐 동안의 수면이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그림 7> 휴식과 잠깐 동안의 수면효과

연구자 운전자 조치사항

Cummings(2001)
휴게소에서 피로 회복한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사고위험률 50% 감소

Horne 등(2002) 카페인(150mg)섭취나 짧은 잠(15분 이하) 효과적

Dingers(1992, 1995) 잠깐 자는 것 이후 몇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

(Horne & Reyner,

1995; Philip 등, 1997)

15∼20분 동안 잠깐 자면서 휴식이 운전수행능력

향상

Tucker(2003)
휴식은 피로에 의한 운전수행능력 감소 방지,

휴식 시간길이보다 적절한 휴식시기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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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졸음쉼터 소개

1. 휴게시설의 개요 및 종류

가. 휴게시설의 개요

도로법(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과 도로법시행령(제2조 제5호)에서는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ㆍ 관광

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

한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에서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

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

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2)에서는

“휴게시설이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하기 위해 장시간의 연속 주행으로 인한 운전자

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장거리 교통일수록 더 요구되며 적당한 간격으

로 배치되어 도로에서 직접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23)에서는 휴게시설이란 “출입이

제한된 도로에서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를 해소시키고,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휴게시설은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와 피로 해소, 주유 및 차량

결함으로 인한 정비 등 장거리를 운행하는 이용자에게 운행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휴게공간이다. 이는 휴게시설이 운전자의 피로 회복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2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12, 국토교통부.

23) 도로설계요령 제6권 제12편(부대시설), 2009,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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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시설의 종류

1) 국내의 경우

최근 개정(2013)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의하면

휴게시설을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 휴게소, 간이휴게소, 졸음쉼

터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2012)의 쉼터휴게소를 졸음쉼터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졸음쉼터는 공식적으로 휴게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되

고 음식점 등 영업시설을 제외한 피로 및 졸음 해소를 위한 생리적 욕구

해소시설만 설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휴게시설을 주차장 등 시설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국내 휴게시설의 종류24)

종류 구분 설 명

졸

음

쉼

터

내용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파고라 등의 시설과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 화장실은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특성
▪주차규모 : 주차면 7～15면

▪화장실, 파고라 등 최소 휴식, 졸음예방 기능만 설치

간

이

휴

게

소

내용

짧은 시간내에 차의 점검정비 및 운전자의 피로회복을

위한 시설로서 변속차로, 주차장, 녹지 및 화장실을 기본

적으로 구비하여 소규모 매점(편의점)이나 주유소는 필요

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특성

▪주차규모 : 주차면 16～60면

▪화장실, 파고라 등 소규모 편의시설

▪소규모매점(편의점), 주유소 등 필요에 따라 선택적

영업시설 운영

2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2, 국토교통부) 수록내용과

2013년도 개정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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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설 명

일

반

휴

게

소

내용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서 변속차로, 주차장, 녹지, 화장실, 급유소,

자동차정비소, 식당, 매점 등으로 구성된다.

배치형식 및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휴게소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특

성

대

형

▪본선 전체 편측 교통량 35,000대/일 이상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차량관리 기능

중

형

▪본선 전체 편측 교통량 35,000대/일 미만

▪휴게실, 식당, 주유소 중심 운영

소

형

▪본선 전체 편측 교통량 20,000대/일 이하

▪식당, 화장실 등 기본적 기능 충족(주유소 선택 설치)

화

물

차

휴

게

소

내용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적용

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은 일반휴게소의 시설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시설(화물주선업체, 화물정보센터, 세탁·

목욕·수면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

성

대

형

▪본선 화물차 편측 교통량 24,000대/일 이상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차량

관리기능, 비즈니스 기능 등 모두를 총족하는 대규모

휴게소

중

형

▪본선 화물차 편측 교통량 24,000대/일 미만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기능, 편의기능, 차량

관리기능 등 총족

소

형

▪본선 화물차 편측 교통량 15,000대/일 이하

▪숙박과 화물정보센터, 차량관리기능 일부를 제외한

중규모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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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휴게시설은 장거리 교통망인 고속도로 이용자의 피로해소, 화장

실, 식사 등 생리적 특성 및 휴게시설의 교통량, 유지관리 및 운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거리마다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3)에서는 졸음쉼터 등을 포함하여 휴게시설

상호간 15km～25k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

다. 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2009)에서는 휴게시설 상호간

25km∼50km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상이하나 고속도로 휴

게소 이용률 및 운영손익을 감안하여 이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졸음쉼터가 정규 휴게시설로서가 아닌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설치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외의 경우25)

외국의 경우에도 휴게시설은 중장거리 이용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해소를 위해 운영되며 유럽의 경우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 장거리 통행

이 비교적 많은 특성이 있어 장시간 체류형 시설이 개발되었다.

휴게시설의 종류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Service Area,

(Safety) Rest Area, Parking Area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해외의 휴게

시설을 설치시설과 설치간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국외 휴게시설의 종류
(단위 : 대, km)

국가 종 류 시 설 주차규모 설치간격

미국

Service Area 주차장, 주유소, 식당 100 50∼100

Safety

Rest

Area

교통량
많 은
구 간 주차장, 화장실,

음수시설 등

10∼50 16∼21

교통량
적 은
구 간

- 31∼48

25)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 개선방향 연구(2010, 한국도로공사) 내용을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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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 류 시 설 주차규모 설치간격

독일

Service Area

Raststatte(식당, 숙박

가능), 주차장, 매점,

모텔, 화장실, 레스토랑,

샤워시설, 여행안내소,

체육시설 등

대형차26

소형차

60∼80

55

Parking Area
주차장, 화장실, 녹지,

벤치 등

대형차10

소형차

30∼40

10∼12

영국
Service Area

주차장, 식당, 스낵코너,

매점, 게임코너, 주유소,

화장실, 놀이터

- 40∼50

간이휴게소 - - 16∼27

이탈

리아

Made Service

Self Service

Take Out

주차장, 레스토랑, 매점,

Bar, 주유소, 화장실,

모텔, 수리소, 안내소 등

- -

프

랑

스

Service Area
주차장, 레스토랑, 호텔,

매점, 주유소, 전시관 등
- 100

Rest Area

단시간 주차장
대형 3

소형40
8∼10

화장실, 벤치 등 30∼60 25∼30

주유소 설치지역 50∼200 40∼50

일본

Service Area
주차장, 녹지, 화장실,

주유소, 식당 등
30∼100 50∼100

Parking Area
주차장, 광장, 화장실,

매점, 필요시 주유소 등
15∼60 15∼25

Rest In
숙박, 목욕, 휴게,

동전세탁기 등
- -

외국의 휴게시설 종류 중 주차장, 화장실, 벤치 정도의 시설만 설치된

Rest Area나 Parking Area의 설치간격은 10km∼30km 이내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3)”에서 권장하는 설치간격과 유사

하나 주차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이휴게소 수준의 규모로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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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음쉼터의 개요 및 이용실태 조사

가. 졸음쉼터의 개요

졸음쉼터는 <그림 10>와 같이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상태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빨리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휴

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반휴게소 사이에 설치되는 소규모 휴게시설이다.

<그림 10> 졸음쉼터 개념도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korealand.tistory.com/987>

졸음쉼터의 위치는 기존 휴게소간의 거리, 용지 확보의 가능성, 도로의

선형, 교통량,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고속도로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유공간

확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폐도, 잔여지, 폐쇄된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하거나 갓길을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폐쇄된 버

스정류장은 2007∼2009년도에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

해 비상주차대와 같은 개념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40개소를 휴게

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던 것을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여 최근 졸음

쉼터로 재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2012년까지 기존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버스정류장 61개소와 여유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설한 49개소를

합하여 총 110개소를 설치하였다26).

졸음쉼터는 안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본선과 졸음

쉼터를 분리하는 콘크리트방호벽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량과

26) 김병회 외(2013), 고속도로 졸음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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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에 따라 CCTV, 화장실, 휴지통, 벤치, 파고라, 운동시설 등 관

리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표 1>은 한국도로공사의 졸음쉼터

부대시설 설치기준으로 수목식재는 여름과 같이 무더운 한 낮에 수면 등

휴식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표 1> 졸음쉼터 부대시설 설치기준27)

설치

여건

예상 이용률 100대/일 미만 100대/일 이상 200대/일 이상

방향별교통량 20,000대 미만 20,000대 이상 60,000대 이상

주차면수 7대 이하 8∼15대 16대 이상

기타 - - 상습 정체구간

표준 부대시설 ▪벤치, 수목
▪벤치, 수목,

화장실(선택)

▪벤치, 수목,

화장실

졸음쉼터는 휴게시설의 일종이지만 일반 휴게소와는 달리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졸음운전사고 예방 등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피로 및 졸음 해소 등을 통한 운행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치하는 최소한

의 휴식시설이다. 즉, 고속도로 운행 중 졸음에 직면했을 때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본선 주행차량에 의한 사고나 피로 운전에 의한 주시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확보한 공익적 관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향후 202개소까지 졸음쉼터를 확충하여 휴게시설 권장 설치

간격(15km∼25km)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등에도 확대 적용해 가고 있다28).

27) 오인섭(2013),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2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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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음쉼터 이용현황 조사

졸음쉼터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

사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조사한 졸음쉼터별 이용현황을 수집하였

다. 2012년도에는 2011∼2012. 6월 말까지 설치된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7. 16∼22일까지 평일 중 하루와 휴일(토·일요일) 중 하루 동안(00시∼24

시)의 졸음쉼터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평일 하루 동안 이용대

수와 휴일 하루 동안 이용대수를 평균한 자료가 졸음쉼터별 일평균 이용

현황이다. 조사방법은 고속도로상의 CCTV 또는 안전순찰원에 의한 직

접조사방식이 이용되었다. 2013년도는 2011∼2012년도 말까지 설치된 졸

음쉼터를 대상으로 6. 21∼27일까지 평일 하루와 휴일 하루 동안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용현황 조사는 2012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졸음쉼터별 이용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동안 졸음쉼

터가 설치된 구간(나들목과 나들목, 나들목과 분기점)의 교통량을 조사하

였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교통량은 이용현황 조사일을 알 수 없

어 조사기간 5일 동안의 평일 교통량과 2일 동안의 휴일 교통량을 각각

평균한 후 이를 다시 평균하는 방법으로 일평균 교통량을 산출하였다.

졸음쉼터의 이용현황은 화물차와 승용차를 구분하지 않고 총 이용대수

로 정리하였다. 졸음쉼터의 이용률은 일평균 이용현황을 일평균 교통량

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졸음쉼터 이용률을 이용하여

전·후방 휴게소 구간별 평균이용률과 노선별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졸음쉼터 110개소에 대한 기술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결측값 3개소가 나

타나는데 이는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졸음쉼터에 대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2∼2013년도에 평균적

으로 100대가 조금 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 일평

균 50대 전후의 차량이 이용하는 졸음쉼터가 가장 많고 최소 30대에서

최대 755대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이용하는 졸음쉼

터는 중부선 통영방향 인삼랜드에서 덕유산휴게소 구간이었으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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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하는 곳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행담도와 서산휴게소 구간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졸음쉼터 이용현황(기술통계량)
(단위 : 대, %)

2012년도 
이용현황

2013년도 
이용현황

2012년도
이 용 률

2013년도
이 용 률

N
유효 71 107 71 107

결측 39 3 39 3

평  균 105.82 106.91 .50 .50

중위수 83.00 76.00 .40 .37

최빈값 70.00 51.00a .24a .30

표준편차 74.35 109.79 .31 .40

최소값 25.00 30.00 .08 .08

최대값 307.00 755.00 1.44 2.48

a. 여러 최빈값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납니다.

졸음쉼터가 5개 이상 구간에 설치된 8개 노선(지선 3개 포함시 11개 노

선)의 2012년도 노선별 졸음쉼터 이용률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서

해안선, 중앙선, 영동선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안선의 경우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일평균 이용률이 0.89%로 나타

났으며, 이용현황을 조사한 8개소 중 6개소가 100대 이상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선의 경우 8개소 중 4개소가, 영동선의 경우 6개

소중 4개소가 100대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졸음쉼터

이용률이 높은 노선에서 졸음쉼터별 이용률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상

기 3개 노선의 경우 100대 미만으로 이용하는 졸음쉼터의 경우 대부분

40∼6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노선의 경우 대부분 100대 미만의 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선과 경부선의 경우 100대 이상 이용하는

졸음쉼터가 4∼5개소로 나타났으나 교통량 또한 많아서 다른 노선에 비

해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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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2년도 노선별 졸음쉼터 이용률(기술통계량)
(단위 : %)

경부선
호남
(지)선

영동선
남해선
(1지선)

(제2)
중부선

중  부
내륙선

중앙선
서해
안선

N
유효 11 6 6 9 9 4 8 7

결측 3 6 0 0 5 4 0 7

평  균 .44 .35 .60 .20 .35 .51 .74 .89

중위수 .42 .365 .69 .23 .35 .49 .81 .91

최빈값 .13a .18a .28a .08a .22a .24a .25a .30a

표준편차 .22 .10 .24 .06 .06 .31 .45 .38

최소값 .13 .18 .28 .08 .22 .24 .25 .30

최대값 .81 .47 .82 .27 .43 .84 1.23 1.44

a. 여러 최빈값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납니다.

<표 4>에서 2013년의 노선별 졸음쉼터 이용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

펴보면 서해안선, 영동선, 호남선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서해안선과 호남선의 경우 졸음쉼터별 이용률의 표준편

차가 크게 나타나 같은 노선에서도 졸음쉼터 이용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2013년도 노선별 졸음쉼터 이용률(기술통계량)
(단위 : %)

경부선
호남
(지)선

영동선
남해선
(1지선)

(제2)
중부선

중  부
내륙선

중앙선
서해
안선

N
유효 13 12 6 9 14 8 8 14

결측 1 0 0 0 0 0 0 0

평 균 .31 .66 .73 .38 .42 .31 .32 .83

중위수 .27 .69 .71 .46 .35 .23 .31 .50

최빈값 .08a .17a .62a .12a .27a .18a .19a .18a

표준편차 .21 .39 .11 .17 .17 .14 .08 .73

최소값 .08 .17 .62 .12 .27 .18 .19 .18

최대값 .82 1.3 .87 .57 .84 .52 .46 2.42

a. 여러 최빈값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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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과 비교하여 2013년도는 호남(지)선과 영동선의 이용률이 높아

지고 중앙선과 중부내륙선의 이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호남(지)선과 영동선의 경우 거의 모든 졸음쉼터

에서 이용차량이 늘어났다. 반면 중앙선의 경우 차량이용대수가 크게

감소하여 중부내륙선과 같이 모든 졸음쉼터가 100대 이하의 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 졸음쉼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졸음쉼터를 실제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졸음쉼터 이용빈도, 이용시간 그

리고 졸음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졸음쉼터 이용실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졸음쉼

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에서 조사한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졸음

쉼터 15개소를 대상으로 졸음쉼터 이용자 287명에게 대면조사를 실시

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졸음쉼터 77개소를 대상으로 졸음쉼터 이용자

1,243명에게 대면조사(1,021명) 및 인터넷 설문조사(222명)를 실시하였으

며, 2013년도에는 12월에는 졸음쉼터 108개소를 대상으로 졸음쉼터 이용

자 2,825명에게 대면조사(1,426명) 및 인터넷 설문조사(1,399명)를 실시하

였다. 설문항목은 졸음쉼터 인지경로, 안내표지 인지정도, 운전차종, 고속

도로 이용빈도 및 시간대, 졸음쉼터 이용빈도 및 이용시간, 편의시설

상태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1년∼2013년까지의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표 5>과 같다.

졸음쉼터에 대한 인지경로는 운전 중 안내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개년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졸음쉼터가 연차별로 지속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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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인터넷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인지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졸음쉼터의 이용빈도는 “가끔 이용한다”와 “주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70∼8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가 주 1∼2회 이하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간은 30분 이내가 최근 2년 동안 53%를

차지하여 잠시 동안 체류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가 졸음운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최근

2년 동안 9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아주)우수하다고 응답하여 졸음

쉼터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주차장

확충과 화장실 설치가 70∼80%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3년에는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졸음쉼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요약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성 별 남 73% 남 83% 남 89%

연 령 30∼40대 67% 30∼40대 64% 30∼40대 60%

차 종 승용차 73% 승용차 67% 승용차 43%

인지경로 운전중안내표지57% 운전중안내표지65% 운전중안내표지68%

이용빈도 주 1∼2회(가끔) 75% 주 1∼2회(가끔) 81% 주 1∼2회(가끔) 71%

이용시간 30분 이내 53% 30분 이내 53% 30분 이내 47%

졸음사고

예방효과
(아주)우수 86% (아주)우수 89% (아주)우수 71%

개선사항
주차장 확충 42%

화장실 설치 40%

주차장 확충 30%

화장실 설치 43%

주차장 확충 36%

화장실 설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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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이용빈도, 이용시간, 졸음

사고 예방효과, 개선요구사항 위주로 살펴보면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1> 2013년 졸음쉼터 이용실태 조사결과

이용빈도 체류시간

졸음사고예방효과 개선요구사항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빈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졸음

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운전자도 18%를 차지하였다.

졸음쉼터의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졸음쉼터가 졸음운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률이 3%를 차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졸음쉼터의 설치효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졸음쉼터 이용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주차장

확충, 화장실 설치, 자판기 설치, 운동시설 설치의 순으로 나타나 졸음

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편안하게 체류하면서 기본적인



- 30 -

생리욕구 해결과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졸음쉼터 이용실태를 정리해 보면 운전

자들이 졸음쉼터를 잠시 동안 체류하면서 피로와 졸음해소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졸음쉼터의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휴식공간으로 이용

함에 있어서 단순 체류를 위한 임시 주정차 장소가 아닌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차규모 확대와 화장실 설치, 자판기 설치 등 최소한의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주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론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

치한 소규모 휴게시설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1∼2013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110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

는 운전자들의 피로와 졸음해소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졸음쉼터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2∼

2013년도에 걸쳐 이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11∼2013년까지 매년 이용

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졸음쉼터의 이용률은 2012년과 2013년에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

다. 하지만 졸음쉼터 설치 구간이 늘어난 만큼 전체적인 이용자는 늘어

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선별로 졸음쉼터 이용현황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2012년도에는

서해안선, 중앙선, 영동선에서 이용자가 많았으나 2013년도 조사결과에서

는 서해안선, 호남(지)선, 영동선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3개년도 모두 이용빈도는 주 1∼

2회 미만, 이용시간은 30분미만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확충 및 화장실 설치를 가장 많이 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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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휴게시설 설치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의 졸음운전사고 관련 연구에 의하면 운전 중 졸음상태에 직면

했을 때 운전자의 자가조치방법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책에 공통적으로

휴식과 잠깐 동안의 수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휴

식과 잠깐 동안의 수면이 운전수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지

면서 휴식과 수면을 위한 안전한 휴식공간을 설치할 것을 졸음운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가 운전자들의 피로

와 졸음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고속도로상의 폐쇄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간이 휴식공간 설치효과 분석,

특정지역에서의 졸음쉼터 설치효과 분석 그리고 졸음쉼터가 처음 설치된

2011년도의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연구

가 있을 뿐이다.

서임기 등(2012)은 2007∼2009년에 고속도로 폐쇄 버스정류장을 활용

하여 간이 휴식공간(비상주차대)으로 개방한 40개소의 교통사고 감소효

과를 분석함에 있어 졸음 및 갓길사고는 설치 전(2006년)보다 설치 후

(2010년)가 36.2%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전체 교통사고

율과 졸음 및 갓길사고의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설치전

보다 17.2% 감소하여 졸음 및 갓길사고가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감

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폐쇄된 버스정류장을 간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졸음과 생리현상을 해

결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9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회 등(2013)은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관내에 설치된 졸음쉼터 14

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전·후 3개월을 대상으로 졸음운전사고 현황을 분

석한 결과, 졸음쉼터 설치 전과 후의 졸음운전사고에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졸음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오인섭(2013)은 2011년도 하반기에 설치된 졸음쉼터 40개소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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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2011년) 상반기 6개월과 설치 후(2013년) 6개월의 졸음운전 추

정사고를 비교한 결과 49.6% 감소하고 동 기간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추정사고 감소율 38.1%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12년도 졸음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본선 교통량과 차종비율, 통행패턴 등을 고려한 주차

면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졸음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림 12> 휴게시설 설치효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서임기외 2 2011

고속도로 폐쇄버스정류장을 이용한 휴게공간 설치

가 졸음 및 갓길사고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용자

특성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깁병회외 4 2013

경남권역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사고 감소효과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오인섭 2013 2011년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효과 분석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고속도로의

폐쇄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여 비상주차대라는 명칭으로 가드레일, 방호

벽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간이 휴식공간을 설치하였다. 최근에는 이렇

게 설치된 휴식 공간과 고속도로변의 여유부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시설

과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여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졸음쉼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폐쇄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간이 휴식공간과 최근에 설치한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그 설치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소규모 휴식공간의 설치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일정 지역에서 설치된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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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거나 40개소의 간이 휴식공간이나 졸음쉼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함으로써 분석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분석방법 또한 사

전·사후 분석 및 전체 교통사고 감소율과의 비교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또한 졸음쉼터의 설치효과 분

석보다는 졸음쉼터 이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110개소를 대

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졸음운전사고 데이터 분

석기간을 최근 5개년(2009∼2013년)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졸음쉼터

설치전과 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폭 넓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

출하려고 하였다. 특히, 폐쇄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간이 휴식공간이 설치

되어 그 효과를 검증하였던 기간(2009∼2010년)을 사전 측정기간에 포함

하여 연구함으로써 좀 더 냉철한 연구 성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혼란변수의 통제가 가능한 다양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결

과를 도출함으로써 내적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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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가설

졸음쉼터는 휴게시설의 일종으로서 휴게소간 간격이 긴 구간에 졸음운

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

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휴게시설은 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등을 위한 장소로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졸음쉼터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장거리 운전자

들이 운전 중 졸음상태에 직면 시 가까운 휴식공간에 들러서 즉시 휴식

을 취하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동안 졸음운전사고 발생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졸음운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휴게소의 간격이 긴 구

간이 운전피로에 의한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나고(이주영, 2009), 휴게

소에서 피로 회복한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사고 위험성을

반으로 줄여주며(Cummings, 2001), 잠깐동안의 수면이 운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Horne & Rener, 1995; Philip 등, 1997)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졸음에 직면한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설치된 졸음쉼터를 이용

한다면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졸음쉼터가 설치된 휴게소 구간에서 졸

음운전사고 감소효과 나타나는지를 교통사고 분석시 사용되는 평가척도

인 사고건수와 사고율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사고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2 :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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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모형

1. 준실험설계

가. 코호트 순차설계

코호트 순차설계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비교집단

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하는 모형이다. 타당한 효과성의 추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성숙효과나 회귀인공효과 등 시간과 관련된 요인들과

아울러 사업참여의 시점 차이에서 오는 구성이나 운영상의 효과까지 통

제할 수 있는 연구 설계로 전체 표본의 하위집단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순차적으로 사업집단에 편입된다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과다추정

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 모형이다29).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2011

∼2012년까지 110개소가 설치되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졸음운

전사고 감소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국적으로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관측치들이 순차적으로 실험집단이 되고, 2009∼2011년의

졸음운전사고 연평균 관측치들은 비교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2012년도에

설치된 구간의 관측치들은 2011년도 코호트의 비교집단을 구성하게 된

다.

<표 6> 졸음쉼터 설치연도 집계

최초설치년도

측정연도
2011년 2012년 계

2012년 41개소 미설치 41개소

2013년 41개소 69개소 110개소

위의 <표 6>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표시된 영역은 기간별로 졸음쉼터

29) 이석원외 1(2007),『한국행정학보』제41권 제4호(2007 겨울) : 3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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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된 지점의 수를 나타낸 값으로 이 영역에 속하는 휴게소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관측치들이 실험집단을 구성한다. 반면 표에서 밝은 영역

에 속하는 설치구간의 관측치들과 종국적으로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2009∼2011년까지의 모든 졸음운전사고 관측치들이 비교집단을 구성하

게 된다. 즉, 2011년에 최초로 설치된 41개소는 첫 번째 코호트를 구성하

게 되고 이 코호트 구간에서 발생한 2012년도 구간별 졸음운전사고 측정

치의 평균값이 실험집단의 측정결과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체표본

110개소 중 41개소를 제외한 69개소의 2009∼2012년까지의 구간별 졸음

운전사고 건수와 2009∼2011년까지의 41개소의 구간별 졸음운전사고 건

수의 평균값이 비교집단의 결과 값이 된다. 2012년도에는 69개소가 추가

로 코호트를 구성하여 총 110개소에 대한 코호트가 구성되며, 이 두 번

째 코호트들의 2013년도 구간별 졸음운전 사고 평균값이 실험집단의 측

정결과 값이 된다. 그리고 2009∼2011년의 110개소 코호트의 구간별 졸

음운전사고 평균값이 비교집단의 결과 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코호트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본 연구의 효과측정 결

과 값이 된다.

여기서 2012년도의 코호트에는 2011년도의 코호트가 편성되어 있어서

2011년도 코호트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도 코호트의 2012년도 구간별 관측 값과 2012년도에 최초 설치된

집단의 2013년도 구간별 관측 값을 비교해 봄으로써 설치구간의 구성과

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가 순차적으로 실험집단으로 편입하여 성숙효과나 평균으로의 회귀효과

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교통량, 차로수, 기후 등 혼란변수를 적절히 통

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지 연구

에서 잘 활용하는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를 이용하여 졸음쉼터 설치효과

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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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본 모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실시하는 분석방법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무작위 방법에 의해 동

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생변수의 영향을 완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집단을 이용하여 실험

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짝짓기 방법 및 두 집단의 실험 처

리 전과 후의 종속변수 측정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은 많은 잠재적

혼란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동질적 통제집단에는 종속변수의 값이 연구시작 이전부터 실험집단과

다를 수 있고,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면 통제될 수 있는 다른 변수의

값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종속변수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선발요인 등

잠재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짝짓기 방

법을 이용하게 된다. 사전측정은 종속변수 값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선발요인과 평균으로의 회귀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3>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모형

(실험집단) : O1 X O3

(비교집단) : O2 O4

(실험결과) : (O3 - O1) - (O4 - O2)

<O1～4> : 졸음운전사고 건수

<X> : 졸음쉼터 설치

※ 짝짓기 방법에 사용한 특성변수는 휴게소간 거리, 3개년 연평균

교통량(AADT, 편도), 차로 수(편도)이다.

본 모형의 비교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짝짓기 방법에 사용된 특성변수는

휴게소간 거리, 3개년 연평균교통량(AADT, 편도), 차로 수(편도)이다.

유사한 구간이 복수일 경우 반대차선, 전·후방 구간, 다른 노선구간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요인 및 제3의 혼란변수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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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절적 시계열설계

본 연구모형은 정책효과가 특정 대상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유일

한 비교기준이 전년도 결과뿐일 때 처리(X) 전과 후의 여러 시점의 관

찰 자료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설계방법이다.

<그림 14> 단절적 시계열설계 모형

O1 O2 O3 O4 X O5 O6 O7 O8

본 연구모형에서 주의할 점은 졸음쉼터 설치 전과 후에 성숙요인, 역사

적 사건, 회귀요인과 같은 효과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졸음쉼터의 설치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공공캠페인의 효과 등으로 수 년 동안 졸음운전사고가 감소되어 왔는지,

도로구조 개선이나 기상조건 변화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평균으로의 회귀요인이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15>과 같이 졸음운전사고 관찰값이 졸음쉼터 설치 전인 2010년

의 극저치를 뚫고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졸음쉼터의 설치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단절적 시계열설계의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 측정모형

졸음운전

사고건수

연도

졸음

쉼터

설치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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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분석

통계적분석 중 회귀분석은 종속변수(Y)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는

독립변수(X)의 영향의 크기를 검증할 때 회귀계수를 가지고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일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일

때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설계 외에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폭 넓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6> 회귀분석 모형

회귀방정식 : Y = a + bX

Y(종속변수) : 졸음운전사고율 사전·사후 차이 값

X(더미변수) : 졸음쉼터 설치여부(1, 0), a : 상수, b : 회귀계수

졸음운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졸음쉼터를 설치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때 비교되는 것은 사전·사후의 교통사고이다. 이때 구체적인 평

가척도로 사건건수와 사고율이 사용되고 평가방법으로 사전·사후의 차

또는 율을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사전·사후의

평가척도상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두 상황의 지표(교통량 등)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30). 또한 도로구간의 교통사고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평

가척도로 통행량 1억대·km당 교통사고31)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본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구간 연장과 연평균

일교통량의 두 가지 지표를 표준화(통제)하여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을 평가척도로 사용하였다.

30) 교통공학원론(하), 도철웅, 2008.

31) 통행량 1억대·km당 사고 : 1㎞의 고속도로 구간에 1억대의 차량이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졸음운전사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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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속변수는 도로구간(휴게소 구간)의 졸음운전사고율(1억

대·km)의 사전·사후 차이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졸음쉼터 설치여부의

명목척도를 더미 독립변수(1, 0)로 사용하였다.

<그림 17> 종속변수 측정산식

Y = Rai - Rbi

Y(종속변수) = 졸음운전사고율 사전·사후 차이 값

Rai = 졸음쉼터 설치 후 i 휴게소구간의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Rbi = 졸음쉼터 설치 전 i 휴게소구간의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R i = (1억×A) / (365×T×V×L)

R i = i 휴게소구간의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A = 분석기간동안의 졸음운전사고건수

T = 조사·분석 단위기간(1년)

V = 연평균일교통량(AADT)

L = 휴게소 구간의 길이(km)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차이 값은 졸음쉼터가 최초 설치된 2011년

의 1년 후인 2013년도의 졸음운전사고율에서 졸음쉼터 설치 전인 2009

∼2011년의 연평균 졸음운전사고율의 차이 값(Rai-Rbi)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가 부(-)의 값이 나오면 졸음운전사고율이 감소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졸음쉼터 설치여부를 더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졸음쉼터가 설

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 예방 캠페인, 평균으로의 회귀현상

등 제3의 혼란변수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외에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집단간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재검증하였으며, 졸음쉼터가 설치된 노선별 효과를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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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준실험설계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고속도로 노선별

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휴게소 구간을 구분·설정하였다. 그리고 구분된

휴게소 구간에서의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 관측 값을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단위는 1년(매년 1.1∼12.31)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구간별 1년 평균값으로 연구대상 집단별 결과치를 측정하였다.

연구모형별로 사전·사후 측정을 위해 2009∼2013년까지의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측정하였으며, 사전측정값으로 2009∼2011년까지의 구간별 연평

균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후측정값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1년

간의 구간별 연평균 졸음운전사고건수를 사용하였다.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에서의 특성변수로 휴게소구간의 거리, 연평균일교통량(AADT), 차

로수를 사용하였다. 휴게소구간의 AADT는 2009∼2011년까지의 나들목

간 또는 나들목에서 분기점간 AADT를 휴게소구간별로 평균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설계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7> 준실험설계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결과

측정

변수

분석대상

구 간
구간

고속도로 노선별, 방향별 시점(분기점)∼휴게소,

전·후방휴게소, 휴게소∼종점(분기점) 구간

분석대상

데 이 터
건

구간별, 방향별 졸음운전사고건수(A∼D등급)

- 설치 전(3개년 평균 : 2009∼2011년)

- 설치 후(2012년 또는 2013년)

분석대상

기 간
년 최근 5개년(2009∼2011년)

분석단위 년 1년(매년 1.1∼12.31)

특성

변수

구간거리 km 분석대상 구간 거리

AADT 대 휴게소구간별, 방향별 AADT(3개년 평균)

차로수 차로 휴게소 구간 내 편도 차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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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분석

통계적분석을 이용하여 졸음쉼터의 설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속도

로 노선별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휴게소 구간을 구분·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졸음운전사고율(1억·km)의 차이값을 측정하기 위

해 휴게소간 거리(km), 연평균일교통량(AADT) 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졸음운전 사고율(1억·km) 사전측정을 위하여 졸음운전사고 건수

는 2009∼2011년까지 3개년 동안 휴게소 구간별 연평균 사고건수를 사

용하였고, 연평균일교통량은 구간별 3개년 동안의 연평균일교통량을 평

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졸음운전사고율(1억·km) 사후측정을 위하여 졸음

운전사고 건수는 2013년의 구간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사용하였고, 연

평균 일교통량은 2013년의 구간별 AADT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졸음쉼터 설치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였고 분석단위기간

은 1년으로 설정하였다.

<표 8> 통계적분석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

변수

측정

변수

L = 휴게소
구간의 길이

km

ㅇ 고속도로 노선별 기점과 종점 방향

전·후방 휴게소간 거리

- 노선 시점 : 시점(분기점)∼휴게소

- 노선 중간 : 전방 휴게소∼후방 휴게소

- 노선 종점 : 휴게소∼종점(분기점)

V = AADT
(연평균

일교통량)

대

ㅇ 휴게소 구간별, 방향별 AADT

- (휴게소∼나들목(IC)∼분기점(JC)∼휴게소

구간의 AADT×거리)/거리 합계

- 졸음쉼터 설치 전 : 3개년 평균값

- 졸음쉼터 설치 후 : 1개년 측정값

A = 분석기간

동안 졸음운전

사고건수

건

ㅇ 휴게소 구간별, 방향별 졸음운전사고건수

(A∼D등급)

- 졸음쉼터 설치 전 : 3개년 평균

- 졸음쉼터 설치 후 : 1년 합계
T = 조사 및

분석기간
년

ㅇ 1년 - 설치 전(3년 평균 : 2009∼2011년도)

설치 후(2013년도)

독립

변수

졸음쉼터설치

여부(1, 0)
- ㅇ 졸음쉼터 설치구간 : 1, 미설치 구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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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졸음쉼터 설치현황, 연평균일교통량(AADT) 및 차로수 현황, 졸음운전

사고 현황 등을 수집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은 고속도로 휴게소 구간을 구분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과 전·후방 휴게소간 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

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 노선도와 교통분석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고

속도로 노선별 현황과 전체 휴게소의 이정표를 수집하였다.

통제집단으로 가급적 특성요인이 유사한 휴게소 구간을 선정하기 위하

여 민자고속도로, 재정고속도로 중 총연장이 짧거나 휴게소 구간이 짧은

노선(휴게소가 없는 노선 포함)인 중부내륙선의 지선, 중앙선의 지선, 대

전남부순환선, 차로수가 양방향 2차로이며 확장공사 중인 88고속도로는

자료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휴게소의 위치이정을 휴게소의 건물

위치가 아닌 졸음에 직면했을 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시점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구간별 졸음운전사고 집계를 하고자 하였다.

졸음쉼터 설치현황은 휴게소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졸음쉼터가 설치되었

는지를 파악하고 졸음쉼터 주차규모 대비 이용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를 대상으로 설

치노선 및 방향, 설치연도, 설치이정, 주차규모 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연평균일교통량(AADT)과 차로수 현황은 졸음운전사고율 측정 및 통제

집단 특성요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연도별 교통량 조사자료

와 해당 교통량 자료 조사시 병기되는 차로수 현황자료를 함께 수집하였

다. 연평균일교통량은 2009∼2011년, 2013년도의 노선별, 방향별, 구간별

(나들목(IC)과 나들목, 나들목과 분기점(JCT)) AADT자료와 해당 구간

의 차로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2013년도의 AADT는 방향별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노선별, 구간별, 양방향 AADT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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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사고 현황은 본 연구의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휴게소 구간

별 졸음운전사고건수와 졸음운전사고율의 감소치 측정을 위한 자료이다.

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연도별 전체

교통사고건수, 연도별·노선별·방향별·휴게소 구간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수집하였다. 졸음운전사고는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A∼D등급으로 사고

등급이 분류되는데 교통사고의 정의에 따라 물적·인적피해가 있는 모든

등급의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를 수집하였다.

<표 9>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급32)

등급

사고유형

A급 B급 C급 D급

인명피해
사망3, 사상10,

부상20명 이상

사망1명 이상

부상5명 이상
부상1명 이상

C급 이하

경미한사고

관련차량

10대 이상,

5대 이상

사망사고

5대 이상,

3대 이상

부상사고

3대 이상

32)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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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 준실험설계

1) 코호트 순차설계

코호트 순차설계를 통한 효과측정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코호트(동류집단)와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우선, 2011년도에 졸음쉼터가 설치된 39개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관측치

가 2011년도 동류집단의 실험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41개소이나 2개 구간에서 2개소씩 설치되어 39개 구간이 되

었다. 또한 39개 구간에는 2012년도에도 6개소가 설치되어 2011년도 코

호트의 비교집단을 구성하여야 하나, 2011년 실험집단과 중복되어 비교

집단에서 제외하였다.

2012년도 동류집단에는 2011년도 동류집단과 함께 2012년도에 신규 설

치되고 2011년도 비교집단이었던 55개 구간이 신규 편입되어 총 94개 구

간의 데이터가 실험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표 10> 코호트별 집단분류

구 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2011년도

동류집단

39개 구간

2012년 졸음운전사고 평균

55개 구간 2012년 졸음운전

사고와 94개 구간 2009∼2011

년도 졸음운전사고 평균

2012년도

동류집단

94개 구간

2013년 졸음운전사고 평균

94개 구간 2009∼2011년 졸음

운전사고 평균

이렇게 분류된 연구집단에 대한 데이터 관측을 위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의 연도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94개 구간의 2009∼2013년까지의 연도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활용해

연구집단간 평균차이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해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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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본 설계모형을 적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국 고속도로를 대

상으로 노선별 휴게소 구간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휴게소 구간을 바탕으

로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을 표시하였다.

짝짓기 방법을 위한 3가지 특성변수에 대한 자료도 휴게소 구간별로

정리하였다.

우선 휴게소간 거리를 노선별, 방향별로 휴게소 진입시점 이정을 이용

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km단위로 산정하였다.

두 번째로 2009∼2011년의 방향별, 구간별(나들목간 또는 나들목과

분기점간) 조사교통량인 AADT 자료를 거리에 따라 평균하여 휴게소

구간별 1년 연평균일교통량(AADT)을 산출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휴게

소 구간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로수(편도)는 교통혼잡도와 차로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서 구간별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짝짓기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유사

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의적인 매칭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가지 특성요인 외에 도로환경요인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특성요인이 비슷한 구간이 여러 곳일 경우 반대차선, 같은

노선의 전·후방 구간, 다른 노선의 유사구간의 순으로 짝짓기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각각 40개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에는 2011, 2012년도에 설치한 구간이 각각 15, 25개 구간이 포

함되어 있다.

<표 11>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집단분류

구 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분석대상구간 40개 구간 40개 구간

효과측정

데 이 터

사전 구간별 2009∼2011년 졸음운전사고 평균

사후 구간별 2013년 졸음운전사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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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집단별 사전·사후효과 측정을 위하여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정리

하였다. 사전측정을 위해 2009∼2011년도의 구간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후측정을 위해 2013년도의 구간별 졸음운전

사고 건수를 정리하였다. 이는 2011∼2012년에 설치한 졸음쉼터의 효과

를 사전 1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후 1년 관측치를 측정하여 비교·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분석기간은 사계절 기후변화 등 도로환경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리된 자

료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측정평균값을 비교하여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측정하였다. 효과분석은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3) 단절적 시계열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위해 최근 5개년도(2009∼2013년)의 연도별 전체

교통사고 및 졸음운전사고,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과 미설치된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데이터를 정리하여 졸음쉼터 설치 전과 후의 시계열 자료

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노선별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졸음쉼터가 5개 구간 이상 설치된 노선의 졸음운전사고 데이터를 정리하

였다. 노선 분류는 지선이 본선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노선은 같은 노선

으로 정리하여, 호남지선의 경우 호남선으로, 남해1지선의 경우 남해선으

로, 제2중부선과 통영-대전선은 중부선으로 정리하였다.

<표 12> 노선별 졸음쉼터 설치구간 자료(5개 구간 이상)

경부선
호남

(지)선
영동선

남해선

(1지선)

(제2)

중부선

중 부

내륙선
중앙선

서해

안선

14 12 6 9 14 8 8 14

이렇게 정리된 노선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

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발생 추이 등을 비교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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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분석

통계분석방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전국 고속도로 노선을

휴게소 구간별로 정리하고 이정을 표기하였다. 이 이정을 이용하여 구간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졸음쉼터가 설치된 휴게소간 구간의 최소거리가

10km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10km이내의 구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정리된

휴게소간 구간은 19개 노선 218개 구간이다.

218개로 구분된 휴게소 구간에 노선별 졸음쉼터의 설치이정을 이용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은 1,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0으로 하여

명목척도변수를 독립변수(install)로 정리하였다. 물론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같은 구간에 졸음쉼터를 1∼3개소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명

목척도값을 1로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휴게소 구간별 졸음운

전사고율(1억대· km)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 값들을 정리하였다.

휴게소 구간의 길이는 km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정리하였으며,

분석단위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하여 휴게소 구간별 졸음운전사

고 건수를 측정하였다. 졸음쉼터 설치 전의 1년 평균 졸음운전사고 건수

를 측정하기 위해 2009∼2011년까지의 연도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정

리하였으며, 졸음쉼터 설치 후의 1년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측정하기 위

해 2013년도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졸음쉼터 설치 전의 1년 연평균일교통량(AADT)을 측정하기 위해

2009∼2011년까지의 연도별 AADT를 정리하였고, 졸음쉼터 설치 후의

AADT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3년도의 AADT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된 변수 값들을 이용하여 졸음쉼터 설치 전과 후의 졸음

운전사고율(1억대·km) 변수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들의 차이를 종속변수

로 정리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가 10을 넘어서는 이상점 3개

구간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더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며, 통계처리는 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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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준실험설계

1. 코호트 순차설계

코호트 순차설계모형을 이용하여 졸음쉼터의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 동류집단에서는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0.08건 감소했으며, 2012년도 동류집단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구간 평균 1.2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동류집단에서

는 졸음쉼터 설치수량이 많아지고 시설물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

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 동류집단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끼리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면

실험집단간 비교에서는 관측값이 평균 1.0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비교집단간 비교에서는 관측값이 평균 0.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도 동류집단에서 효과가 평균 1.15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3> 코호트 순차설계모형 분석결과

ㅇ 2011년도 동류집단(코호트)

  - 실험집단 : 6.82건/년

  - 비교집단 : 6.90건/년

  - 측정결과 : 0.08건/년 감소

ㅇ 2012년도 동류집단(코호트)

  - 실험집단 : 5.79건/년

  - 비교집단 : 7.02건/년

  - 측정결과 : 1.23건/년 감소

이제 2011년도 동류집단인 39개 구간과 2012년도에 졸음쉼터가 최초

설치된 55개 구간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설치시기와 구성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동류집단의 효과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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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동류집단의 효과측정값은 평균 6.13건으로 2011년도 동류집단

효과측정값 6.82건보다 0.69건 감소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1년도에

설치한 39개 구간의 첫 해 설치효과와 2012년도에 신규 설치된 55개 구

간의 첫 해 설치효과를 비교해 보면 각각 6.82건, 5.55건으로 설치연도와

노선별 설치 분포와 수량 등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가 2012년도

신규 설치된 구간에서 평균 1.27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동류집단 39개 구간과 2012년도에 신규 설치된 55개 구간

의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살펴보면, 2011년 동류집단은 6.82건으로 3개년

평균치 7.59건보다 0.77건 감소하였고, 2012년도에 설치된 55개 구간에서

는 5.55건이 관측되어 3개년 평균치 6.62건, 4개년 평균치 6.40건보다

각각 1.07건, 0.8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졸음쉼터를 설치하였을 때 관측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2011년도 동류집단의 경우, 7.59건(3개년 평균) → 6.82건(2012년)

→ 6.13건(2013년)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설치된 구간의 경우,

6.62건(3개년 평균) → 5.55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설치하였을 때 그리고 졸음쉼터 설치수량이 증

가함에 따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동류집단별 세부분석결과

2011년도 동류집단 분석결과 2012년도 동류집단 분석결과

실험집단 평균 6.82건

실험집단

2011년

동류집단
평균 6.13건

비교

집단

3개년평균 평균 7.59건
2012년

설치구간
평균 5.55건

2012년

설치구간

(4개년평균)

평균 6.40건
비교집단

(3개년평균)

2011년

동류집단
평균 7.59건

2012년

설치구간
평균 6.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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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도에 설치된 구간의 경우, 6.62건(3개년 평균) → 6.40

(4개년 평균)으로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0.22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효과를 2011년도 동류집단 분석결과

에서는 비교집단에 구성되어 효과가 과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2012년도 동류집단 분석결과에서는 그대로 졸음쉼터 설치효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1년도와 2012년도 동류집단에 대한 효과측정 값을 그대로

졸음쉼터 설치효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혼란변수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모형에서는

졸음쉼터의 설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코호트 순차설계모형 재분석결과

실험집단

(39개구간)

 사전측정값(2011년 동류집단 3개년 평균값) : 7.59건

 사후측정값(2011년 동류집단 실험집단 값) : 6.82건

 * 2012년도 졸음운전사고 측정값

비교집단

(55개구간) 

 사전측정값(2012년 설치구간 3개년 평균값) : 6.40건

 사후측정값(2011년 동류집단 비교집단 값) : 6.62건

 * 2012년도 졸음운전사고 측정값

효과분석

 실험집단 : (6.82건 - 7.59건) = -0.77건

 비교집단 : (6.62건 - 6.40건) = -0.22건

 측정결과 : -0.77건 - (-0.22건) = -0.55건

총 94개 구간을 2011년도에 설치된 집단과 2012년도에 설치된 집단으

로 나누어 각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재분류하고 사전·사후 측정

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0.55건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혼란변수를 통제한 짝짓기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설치 시점의 차이를 두고 전국적으로

같은 노선의 반대차선 및 전·후 구간의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측정

결과 값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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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에 따라 휴게소 구간거리, 연평균 일교통량

(AADT), 차로수의 3가지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실험집단으로 40개 구간과

비교집단으로 40개 구간을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측정값은 2009∼2011년도 구간 평균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사용하였고,

사후측정값은 2013년도 구간 평균 졸음운전사고 건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설계방법으로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실험집단에서는 사후측정값이 평균 4.80건으로 관측되었고 사전

측정값은 평균 7.08건으로 나타나 평균 2.2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는 사후측정값이 평균

5.83건이며 사전측정값은 평균 6.44건으로 평균 0.6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집단간 비교분석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은 졸음운전사고

건수가 구간 평균 2.28건 감소하였지만 비교집단은 평균 0.61건 감소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이 평균 1.67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졸음쉼터

설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모형 측정결과

ㅇ 측정결과 : 구간 평균 1.67건 감소

   : 평균 -2.28건 - (평균 -0.61건) = 평균 -1.67건

ㅇ 실험집단 : 평균 2.28건 감소

  - 사전측정값 : 평균 7.08건

  - 사후측정값 : 평균 4.80건

ㅇ 비교집단 : 평균 0.61건

  - 사전측정값 : 평균 6.44건

  - 사후측정값 : 평균 5.83건

이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측정값은 실험집단이 평균 0.64건

졸음운전사고가 많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사후측정값은 비교집단보다

평균 1.03건 더 감소하는 관측값을 나타내어 실험집단이 휴게소 구간

평균 1.67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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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이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확신을 가질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 18>를 통해 살펴보면, 비교집단에서는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예측된 방향으로 사전·사후 측정값 수준 이하로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인과적 추론에서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비교집단은 사전측정값보다 사후측정값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약간의 성숙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험

집단에서는 사후측정값이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측정값을 훨씬 하향하고

있어 평균으로의 회귀효과와 선발요인은 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18> 짝짓기를 통한 졸음쉼터 설치효과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를 통한 졸음쉼터 설치효과 측정결과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의 변화만큼 성숙효과가 완전히 배제된 결과로

볼 수는 없지만 평균으로의 회귀효과와 선발요인은 통제된 것으로 보아

졸음쉼터 설치효과에 대하여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설계에 따른 실증적 분석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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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절적 시계열설계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설치 전·후 졸음운전사

고 발생건수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시계열설계를 통하여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할 경우 캠페인 등의 효과로 수 년 동안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해 왔는지,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이 있는지, 도로개량 등 역사적 사건

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19>는 최근 5개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사고의 분기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사고는 다른 시계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졸음운전사고 증감상태와 전체 교

통사고의 증감상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에 졸음운전

사고가 큰 증가상태에 있을 때 전체 교통사고는 많이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할 때 전체 교통사고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사

고는 유사한 시계열 추이를 보이지도 않고 졸음운전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사고 추이(2009∼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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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이 있는지를 졸음쉼터 설치시점인 2011년

하반기 이전과 이후를 <그림 20>을 통해 살펴보면,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13년에는 졸음운전사고가 그 이전년도들

의 최저점부근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여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이 아닌 감소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속도

로 폐쇄정류장을 이용한 간이 휴식공간의 설치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서

임기외 2, 2011)에서 2010년도가 졸음 및 갓길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 연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졸음운전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졸음쉼터 미설치구간에서도 2012년 1

∼3분기를 제외하고 졸음쉼터 설치구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

나 그 추세선은 완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추세선 회귀식에서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과 미설치된 구간의 졸음운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254와 -0.551로 그 기울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2년 상반

기부터 그 추세선의 기울기가 점점 차이를 보이면서 간격이 넓어지고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졸음쉼터 설치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가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 졸음쉼터 설치구간과 미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비교



- 56 -

졸음쉼터 설치연도에 따른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

도와 2012년도에 설치된 졸음쉼터를 구분하여 분기별 사고추이를 살펴보

았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구간

에서 2012년과 2013년 4분기에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전인 2010년 1분기

의 최저점을 하향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졸음쉼터

가 설치된 후 최고의 관측치를 나타낸 2013년 2분기는 추세선 위까지 상

승하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도에 졸음쉼터가 설

치된 구간에서도 2011년에서 2012년 3분기까지 큰 변화가 없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 4분기에 2010년 1분기의 최저점을 하향 이탈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전체적인 모습

또한 2012년 4분기와 2013년 4분기에 2010년 1분기의 최저점을 크게 하

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추세선 모두 하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설치구간의 추세선

은 그 기울기가 조금 더 급하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졸

음쉼터가 설치된 이후 졸음쉼터 설치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졸음쉼터의 설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림 21> 졸음쉼터 설치연도별 졸음운전사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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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5개년(2009∼2013년)

동안 졸음쉼터가 5개 구간 이상 설치된 8개 노선(지선 3개 포함시 11개

노선)의 졸음쉼터 설치구간과 미설치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선 경부선의 경우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졸음운전사고가 감소상태에

있다가 2013년도에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

(14개 구간)은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전인 2011년도 하반기 이전보다 감소

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설치 구간(20개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도 2012년도 4분기를 제외하고는 졸음운전사고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2> 경부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두 번째로 호남(지)선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노선 전체에서 발생하

는 졸음운전사고와 졸음쉼터 설치구간(12개 구간)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건수의 추이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졸음쉼터 미설치

구간(6개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존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이 노선의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3분기 이

후부터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설치구간에서 2013년

하반기에 그 이전년도 수준으로 졸음운전사고가 증가한 모습을 보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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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은 증가하더라도 그 이전년도 최저점 부근에

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호남(지)선은 졸음쉼터 설

치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호남(지)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세 번째로 영동선의 경우 2011년도 3분기에 졸음쉼터 미설치구간(10개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가 급증한 모습을 보인 것외에는 전반적으로 분

기별 졸음운전사고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4> 영동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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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6개 구간)에서는 2012년 3분기 이후

미설치 구간과 다르게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이전(2011년 하반기 이전)과 비교해도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동선의 경우에도 졸음쉼터 설치효과가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남해(제1지)선의 경우 이 노선의 졸음운전사고가 졸음쉼터가

미설치된 구간(5개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9개 구간)은 큰 변화가 없으

나, 미설치된 구간은 졸음운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이 졸음운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졸음쉼터의 설치효과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모습

이다.

<그림 25> 남해(제1지)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다섯 번째로 (제2)중부선의 경우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이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이전과 미설치된 구간과 비교했을 때 2012년도에는 졸음운전사

고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2013년도에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

운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선의 경우 졸음운전사고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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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제2)중부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여섯 번째로 중부내륙선의 경우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이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이전과 미설치된 구간과 비교했을 때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27> 중부내륙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일곱 번째로 중앙선의 경우도 중부내륙선과 같이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

간이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이전과 미설치된 구간과 비교했을 때 졸음운

전사고 감소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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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앙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마지막으로 서해안선의 경우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이 졸음쉼터가 설

치되기 이전보다 졸음운전사고 발생건수를 2012년도 1분기부터 고점과

저점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2013년 1분기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2분기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증가의

크기가 그 이전년도의 저점부근까지 증가하고 있고 졸음쉼터가 미설치된

구간보다 작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9> 서해안선 졸음운전사고 시계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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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졸음쉼터가 미설치된 구간에서는 졸음운전사고가 2011년 하반기까

지 줄어들고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해안선의 경

우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선별로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살펴본 결과 호남(지)선, 영

동선, 서해안선의 경우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졸음쉼터의 설치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호남(지)선, 영동선,

서해안선의 경우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에서 역사적 사건은 없었으며 졸

음운전사고 예방캠페인, 교통량 증가 등과 같은 혼란변수는 졸음쉼터가 미

설치된 구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해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중앙선은 졸음쉼터 설치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부선의 경우는 졸음쉼터가 17개소나 설

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사고는 점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선과의 경우 그 효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물론

노선에 따라 연도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있었지만 2012년과 2013년에 걸

쳐 분석해 본 결과 호남(지)선, 영동선, 서해안선 세 개 노선에서 졸음쉼

터 설치효과가 나타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통계적분석

1.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구간 1km에 1억대

의 차량이 지나간다고 할 때 2013년도의 졸음운전사고건수에서 2009 

~2011년의 졸음운전사고 건수와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즉, 연평

균일교통량(AADT)과 휴게소간 거리를 고려한 졸음운전사고율(1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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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의 사후측정값과 사전측정값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측정하여 이 값

이 음수(-)가 나오면 해당 구간에서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이 감소했

음을 뜻한다. 독립변수는 졸음쉼터가 설치여부의 명목척도를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표 17>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와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R=0.148). 

 그리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2.2%(R2=0.022)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해석 (1)모형요약 해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48a .022 .017 2.10555527

a. 예측값 : 상수

분산분석결과, F값이 4.807, 유의확률(p값)이 0.029(p<0.05)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8>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해석 (2)분산분석 해석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21.312 1 21.312 4.807 .029b

잔차 957.606 216 4.433

합계 978.918 217

a. 종속변수 : effect accvol(1억대당 졸음운전사고율 감소치)

b. 예측값 :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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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졸음쉼터 설치여부가 종속변수인 졸음운전사고율(1억대·

km)의 감소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값 : -2.193).

여기서 졸음쉼터의 설치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로 설치=1, 미설치=0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부(-)의 값이 나왔다는 것은 졸음쉼터를 설치한 곳의

졸음운전사고율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값은 유의확률(p값)이 0.165(p>0.05)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있지

못하지만 비표준화계수가 -0.631로 유의확률(p값)이 0.029(p<0.05)로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 있으므로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보다 졸음쉼

터가 설치된 곳이 종속변수인 졸음운전사고율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회귀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0.264-0.631X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방법과

유사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졸음쉼터

가 설치된 구간과 휴게소간 거리, AADT(연평균일교통량), 차로수의 세

가지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짝짓기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

하여 사전·사후측정값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또한 휴게소간 거리를 1km로 표준화하고 AADT(연평균일교통량)

를 이용하여 구간 교통량을 1km당 1억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표

준화하여 사고건수를 사전·사후 측정하였다. 또한 더미 독립변수를 이용

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비교하였다. 이는

비동질적 통제집단의 휴게소 구간거리와 교통량을 통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미변수를 이

용한 회귀분석에서는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특성변수로 일대일 매칭방법으로 정확이 통제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

면, 졸음쉼터가 설치된 94개 구간과 10km이상의 미설치구간 124개 전체

를 구간거리와 교통량으로 표준화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캠페인 등 혼

란변수와 선발요인을 통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연

구결과는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이 평균 0.631건(1억대/km)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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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게 발생하여 졸음쉼터 설치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9>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해석 (3)계수해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64 .189 -1.394 .165

install* -.631 .288 -.148 -2.193 .029

a. 종속변수 : effect accvol(1억대당 졸음운전사고율 감소치)

* install(졸음쉼터 설치여부)

2. 독립표본 T-Test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t-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

(install=1.0)의 빈도수는 94개 구간, 평균 -0.89, 표준편차 1.7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install=0.0)의 빈도수는

124개 구간, 평균 -0.26, 표준편차 2.34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에서 1km당 1억대의 차량이 지나간다고

할 때 평균 0.89건의 사고가 감소하고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서는 평균 0.26건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 독립표본 t-test 분석결과 해석 (1)집단통계량

집단통계량

install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effect 
accvol

1.0 94 -.89 1.75 .18

.0 124 -.26 2.3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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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되었을 경우의 t값과 유의확률,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t값과 유의확률이 제시되어 있다. 두 가지 모두

유의확률(p값)이 0.029(p<0.05), 0.024(p<0.05)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값으로 판정하건데 유의확률이 .064(p＞0.05)이므로 등분

산이 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값이 -2.193(p=.029)으로 졸음쉼

터가 설치된 구간의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의 감소가 그렇지 않은

구간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독립표본 t-test 분석결과 해석 (2)독립표본 검정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

균

차

차이의 

표  준

오  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effect 

accvol

등분산이

가 정 됨
3.468 .064 -2.193 216 .029 -.631 .288 -1.199 -.0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    음

-2.280 215.963 .024 -.631 .277 -1.177 -.086

3.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분석의 기술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번 노선인 경부

선을 제외하고 평균이 음수(-)를 나타내어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이

졸음쉼터 설치 전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2번 노선인 호남(지)선의 감소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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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One Way ANOVA 분석결과해석 (1)기술통계

기술통계

effect accvol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
소
값

최
대
값하한값 상한값

1 14 .4150 .84287 .22527 -.0717 .9017 -1.06 1.98

2 12 -2.1908 1.12494 .32474 -2.9056 -1.4761 -3.50 -.22

4 6 -1.5000 1.14874 .46897 -2.7055 -.2945 -2.54 .63

6 9 -.5589 1.04241 .34747 -1.3602 .2424 -3.03 .69

7 14 -1.4314 2.75020 .73502 -3.0193 .1565 -8.27 2.48

8 8 -.4275 .68965 .24383 -1.0041 .1491 -1.38 .75

9 8 -.6863 1.77756 .62846 -2.1723 .7998 -3.55 1.82

11 14 -1.0643 1.80136 .48143 -2.1044 -.0242 -3.66 2.74

합계 85 -.9219 1.75343 .19019 -1.3001 -.5437 -8.27 2.74

1.경부선, 2.호남선, 4.영동선, 6.남해선, 7.중부선, 8.중부내륙선, 9.중앙선, 11.서해안선

노선별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감소수치에 대한 유의확률이 0.01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인 “H1=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후검정에서 Dunnet T3 검정결과를 분석결과로 해석해야 함

을 뜻한다.

<표 23> One Way ANOVA 분석결과해석 (2)분산의 동질성 검정

분산의 동질성 검정

effect accvol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확률

2.579 7 77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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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당 졸음운전사고 감소율의 유의확률은 0.010으로 0.05보다 낮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선별로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감소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24> One Way ANOVA 분석결과해석 (3)분산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effect accvol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53.854 7 7.693 2.898 .010

집단-내 204.405 77 2.655

합계 258.258 84

<표 25>에서 노선간 졸음운전사고율 감소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선은 경부선과 중부내륙선과 비교하여 졸음운전

사고율 감소치가 각각 -2.60583(유의확률 .000), -1.76333(유의확률 .010)

만큼 높게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One Way ANOVA 분석결과해석 (4)다중비교

다중 비교

종속 변수: effect accvol

(I) line 
name

(J) line 
name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Dunnett 
T3

2 1 -2.60583 .39523 .000 -4.0012 -1.2105

2 8 -1.76333 .40609 .010 -3.2191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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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졸음운전사고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단속이 어렵

고 운전자 개개인의 생리적인 특성요인 등에 의해 졸음이 유발되므로

졸음정도의 측정 및 졸음현상 관찰을 통한 사전예방 또한 쉽지 않다.

차량 내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눈꺼풀의 움직임을 측정하거나 도로상

에 노면요철포장을 하여 졸음에 빠져드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졸음운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졸음을 유발하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운행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

을 유발하는 수면부족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간이 휴식공간의 설치를

졸음운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운전 중 졸음에

직면했을 때 잠시 동안의 휴식을 위해 갓길 등 도로변에 임시 주정차를

하거나 휴게소까지 졸음을 참고 운행하다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 휴게소 사이에 간이 휴식공간이 설치되면 피로와

졸음을 견디며 먼 거리를 운행하지 않고 피로와 졸음을 해소할 수 있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졸음쉼터가 설치

되기 전에는 졸음에 직면했을 때 바로 차를 세우고 쉴 곳이 많지 않아

졸음쉼터가 설치된 지점 주변에서 발생하던 졸음운전사고가 졸음쉼터가

설치된 후에는 해당 졸음쉼터에서 피로와 졸음을 해소할 수 있고, 기존

의 휴게소보다 졸음쉼터까지의 주행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여 졸음운전사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고

속도로에 졸음쉼터 110개소를 설치하였다. 졸음쉼터를 설치한 후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7월과 2013년 6월에 졸음쉼터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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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012년과 2013년의 평균 이용률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노선별로는 이용률의 차이를 나타냈다. 영동선과 서해안선은

조사가 이루어진 두 차례 모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의 경우는 2012년도에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2013년도에는 이용률

이 많이 줄어든 반면, 호남(지)선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높

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다른 노선들은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30∼40%대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졸음쉼터 이

용자들은 주 1∼2회 미만 이용하고 30분미만 체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졸음쉼터가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가 있

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9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설개선 요

구사항으로 주차장 확충과 화장실 설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2012년에 설치된 졸음쉼터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러한 이용실

태가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로 나타나는지 준실험설계와 통계적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다.

우선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설치된 휴게소

구간과 2012년도까지 설치된 휴게소 구간을 동류집단으로 분류하여 졸음

쉼터 설치 전과 후의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평균

0.08건, 1.23건의 감소효과를 나타냈으며 졸음쉼터가 많고 일정시간이

지난 2012년도 동류집단에서 졸음운전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 동류집단과 2012년도에 설치된 졸음쉼터에 대한 다각적

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졸

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휴게소 구간의 거리, 연평균일교통량, 차로수의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짝짓기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각각 40개

구간 선정하여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1.67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에서

약간의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 성숙효과가 조금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실험집단의 사후측정값이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측정값

보다 더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 평균으로의 회귀요인과 선발요인이 통

제한 상태에서 졸음쉼터 설치효과에 상당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측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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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주었다.

준실험설계의 단절적 시계열모형을 통해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와 유사한 시계열 추이를 보이는 것

도 아니고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졸음쉼터 설치

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졸음쉼터 설치

이후 연도인 2012∼2013년도의 졸음운전사고가 2010년도 폐쇄 버스정류

장을 이용한 간이 휴식공간 설치효과를 나타내었던 기간의 최저점을 하

향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평균으로의 회귀요인도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졸음쉼터 미설치 구간에서는 졸음운전사고가

증가하는데 반해 졸음쉼터 설치구간에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졸

음쉼터 설치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선별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호남

(지)선, 영동선, 서해안선 등 3개 노선에서 졸음쉼터 설치 이후인 2012∼

2013년도에 발생한 졸음운전사고가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이전 연도의 극

저점을 가파르게 하향 돌파함으로써 단절적 시계열 효과가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

모형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노선별 졸음쉼터 설치효과를 측정한 결과

호남(지)선, 영동선, 서해안선에서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준실험 설계모형을 통해 연구집단을 구성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이 대부분 동일한 노선에서 선정되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졸음쉼터의

설치효과가 간접적으로 미설치 구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쳤을 가능성도 있

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졸음쉼터가 설치된 노선외의

다른 노선을 최대한 연구자료로 수집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방법 등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시설정책 설치효과 분석 시 사

용되는 도로구간의 교통사고율(1억대·km)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하에서 졸음쉼터 설치가 졸음운전사고율(1억대·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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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test 분석방법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노선별 졸음쉼터 설치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하에서 호남(지)선이 경부선과 중부내륙선에 비해

차별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졸음쉼터 설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호남(지)선과 설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부선과 중부내륙선과의 노선별 설치효과의 차이를 명확

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졸음쉼터의 설치효과를 준실험설계와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각

적으로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선별로는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노선별 효과에 대해 2012∼2013년도에 조사한 졸음쉼터 실제 이용률과

비교해본 결과, 졸음쉼터의 실제 이용률이 높은 노선일수록 졸음운전사

고 감소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즉, 실제 이용률이 높은 호남(지)선, 영동

선, 서해안선이 시계열 분석에서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졸음쉼터의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졸음쉼터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이용자 니

즈(Needs)를 파악하여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졸음

운전사고 감소라는 공익적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졸음쉼터 설치의 효과는 졸음쉼터 이용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을수록 졸음운전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음쉼터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방안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졸음쉼터의 이용률이 높은 곳은 주차규모

를 늘려야 할 것이고 주차면수가 많은 곳은 운전자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임기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91.1%가 졸음 및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김병회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졸음쉼터 이용자의 89%가 졸음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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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도로공사의 2013년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86%의 설문 응답자가 졸음쉼터가 졸음운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졸음쉼터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중점을 둔 소규모 휴게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

게시설을 고속도로 운전자이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졸음쉼터에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졸음쉼터가 많아질

수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용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병회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주차장 확충

(30%) 및 화장실 설치(43%)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13년의 설문

조사에서도 주차장 확충(42%) 및 화장실 설치(40%)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따라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원하는 졸음 및 생리

현상 해소에 필요한 시설부터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졸음쉼터에 설치되

고 있는 파고라, 운동시설, 벤치시설보다는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우선적

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파고라와 운동시설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

적인 편의시설은 아니며 설치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주차공간 확보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면, 환경오염 예방 및 생

리욕구 해소를 위한 화장실과 휴지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

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졸음쉼터가 오염된 공간으로 변모될 경우 휴식공

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것이다.

물론 화장실 또한 설치나 관리 여건, 인력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공간 규모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휴지통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졸음운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커피 자판기, 휴식을

위한 벤치나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 졸음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철 잠깐 동안의 수면을 위한 그늘막이나 수목식재, 졸음쉼터의 치안을

위한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졸음쉼터가 고속도로에서 소규모 휴게시설로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신설·확장시 그 위치와 규모, 설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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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본 연구는 휴게소간 간격이 긴 곳에 운전자들이 피로와 졸음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졸음운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

는 졸음쉼터의 설치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노선별로 휴게소 구간을 구분하여 해당 구간의 졸음운전사고 감소여부를

준실험설계와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고속도로

는 노선과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네트워크망처럼 연결되어 있어 운전자들

은 필요에 따라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운행경로를 변경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노선간 연결되는 휴게소 구간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고속도로 이용시간대

와 이용목적이 다를 수 있는 차종별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분석

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 또한 차종별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졸음쉼터의 규모와 실제 이용률이 어느 정

도가 되어야 졸음운전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에서 졸음운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천하고 있는 소규모 휴게시설(졸음쉼터)의 설치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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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Installation of Rest Areas on the
Shoulder of Expressways on
Traffic Accident Prevention :

The Case of Parking Areas for minimizing the
drowsy driving

Rae-Yeob, Je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ffic accident caused by drowsy driving on the expressway had

high percentage with degrees and the high fatality rate. This is

largely related to the monotonous geometry design and the user's

characteristics of driving a long distance or driving in the night on

the expressway. The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drowsy

driving had been developed like the rumble strip, airing out,

in-vehicle warning system. but these countermeasures are not the

original solution of getting rid of the fatigue and sleepiness. These

are the temporary methods of shaking off the drowsy one. So the

rest areas are installed on the shoulder of expressway between the

long distance of service areas for providing places to rela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

areas installed from 2011 to 2012.

T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study was quasi-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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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statistical analysis.

Before verifying the effectiveness, I analyzed the using state survey

of rest areas. On analysis, a lot of drivers had taken advantage of

the site builded on Honam expressway, Yeongdong Expressway and

Seohaean Expressway. And the survey showed that most drivers had

visited under 1∼2 a week and had taken a rest less than 30 minutes.

Next,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study, every study design

produced the positive effect of installation of rest areas. Cohort study

an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showed that drowsy accidents

are decresed by 1.23 and 1.67 respectively. And Dummy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duction ratio of drowsy accident(1

hundreds of millions of traffic·km) was 0.63 case.

As well, time-series analysis produced the good result on sites in

Honam expressway, Yeongdong Expressway and Seohaean

Expressway. One-way Anova analysis showed that the sites installed

on Honam expressway decreased the more dozy accidents than those

builded on Gyeongbu Expressway and Jungbu Naeryuk Expressway.

Through this study and survey analysis, the installation of rest

areas have a good effect on dropping of the drowsy accidents. But

that produced the different effects by expressways in Korea.

This study didn't show that the extent to which degree of utilization

affected reducing accidents caused by sleepy drivers. But, we have to

improve coefficient of utilization to heighten the intensity of effect of

dropping the drowsy accidents. Therefore, we must satisfy user's demand

on expanding parking lot and establish toilet. If the plan of installation of

rest areas is included in the scheme of establishing expressway and

extension of the expressway, rest areas will be installed a little more

economically and play public roles in decreasing sleepy accidents.

keywords : Rest area, Traffic accident, Drowsy driving, Drowsy

accident, Service area

Student Number : 2013-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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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졸음쉼터 설치 및 이용현황

노선명 쉼터이정 설치연월 설치수량 주차규모 2012교통량 2012이용대수 2013교통량 2013이용대수

경부선 371.8 201208 1 11 - - 72185 70
경부선 350.4 201204 1 12 72336 93 - -
경부선 261.8 201206 1 7 23801 65 25769 31
경부선 214.6 201203 1 8 15252 50 16648 62
경부선 207.4 201205 1 7 15030 99 16210 49
경부선 189.9 201112 1 7 16342 88 18248 51
경부선 178.0 201212 1 20 - -　 37747 54
경부선 131.5 201111 1 15 65192 273 66162 408
경부선 379.6 201208 1 17 - - 83677 71
경부선 263.1 201206 1 7 21879 54 23337 63
경부선 214.6 201203 1 8 15231 44 16862 68
경부선 207.1 201205 1 7 15372 124 16123 56
경부선 189.9,162.6 201205 2 10, 7 15680, 46468 169, 204 18202,49729 61, 82
경부선 178.0 201212 1 20 - -　 39028 76
경부선 131.5 201111 1 23 60675 258 67176 554
경부선 37.5 201208 1 7 - -　 32045 42

호남선의지선 49.1,37.1 201204 2 13, 8 25267, 20909 112, 84 27007,22744 236, 202
호남선의지선 11.2 201208 1 10 - -　 19156 51

호남선 168.4 201209 1 8 - - 12909 173
호남선 151.8 201112 1 15 12843 47 12543 162
호남선 97.2 201112 1 20 - 　- 20775 41
호남선 61.5 201205 1 8 15906 75 15209 72

호남선의지선 44.8 201204 1 7 25647 91 27396 180
호남선의지선 9.8 201208 1 8 - - 19182 53

호남선 174.4 201209 1 8 - - 18356 159
호남선 142.1 201112 1 10 13745 39 13217 98
호남선 123.6 201209 1 8 - - 16178 116
호남선 97.4 201112 1 15 - - 20559 34
호남선 20.3 201112 1 12 15694 29 15144 65
영동선 202.2 201110 1 11 15504 43 14948 92
영동선 135.6 201207 1 7* 18769 154 18896 165
영동선 99.0 201206 1 5* 31514 200 34165 221
영동선 202.2 201207 1 10 14674 45 14263 93
영동선 135.6 201207 1 7* 18498 142 18126 155
영동선 99.0 201206 1 16(1*) 32264 237 32509 248
남해선 144.7 201110 1 5 49792 70 48214 77
남해선 87.0 201112 1 19(3*) 32053 52 33571 193
남해선 49.8 201112 1 10(8*) 19484 53 18907 94
남해선 10.8 201112 1 12 10558 25 11298 52
남해선 144.7 201110 1 6 50013 42 49326 59
남해선 49.8 201112 1 9(2*) 19363 41 18441 95
남해선 10.8 201205 1 12 10513 26 11017 55

남해1지선 15.3 201112 1 12 17867 46 18913 55
남해1지선 15.3 201112 1 12 17753 40 18395 56

중부선 353.4 201111 1 18 34767 78 35510 118
중부선 336.2 201208 1 14 - - 22056 89
중부선 319.0 201112 1 14 28030 86 29075 77
중부선 305.9 201204 1 16 25076 114 25461 117
중부선 279.2 201204 1 18 28254 115 30012 140

* 대형차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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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쉼터이정 설치연월 설치수량 주차규모 2012교통량 2012이용대수 2013교통량 2013이용대수

중부선 263.4 201112 1 7 28867 83 30159 94
중부선 160.3 201111 1 4 7432 32 7692 30
중부선 176.3 201209 1 7 - 　- 9850 59
중부선 101.7 201209 1 10(1*) - 　- 11524 35
중부선 90.8 201211 1 9(1*) - 　- 11610 39
중부선 39.8 201211 1 7(1*) - 　- 8565 60
중부선 353.3,336.2 201208 2 17, 15 - 　- 36604,24268 96, 77
중부선 305.9, 319 201112 2 7, 12 24491,29048 108, 70 25041,30473 110, 78
중부선 279.2,293.3 201112 2 7, 7 27509,26069 98, 104 29475,26994 123, 118
중부선 263.4 201112 1 7 27785 94 29762 99
중부선 160.8 201111 1 9 7708 27 8648 77
중부선 179.0 201209 1 10 - 　- 9951 79

제2중부선 351.8 201208 1 26 - 　- 31623 96
제2중부선 351.8 201208 1 8 - 　- 31453 86
중부내륙선 188.0 201209 1 7 - 　- 18660 42
중부내륙선 152.0 201112 1 7 19218 161 19645 46
중부내륙선 118.5 201209 1 7 - 　- 29070 52
중부내륙선 51.2 201112 1 7* 18898 50 19277 100
중부내륙선 245.7 201111 1 7 23178 55 25359 99
중부내륙선 149.0 201111 1 7 19727 140 20448 45
중부내륙선 120.2 201209 1 7 - 　- 30808 58
중부내륙선 55.6 201209 1 7 - 　- 10894 56

중앙선 366.8 201204 1 65 10536 52 11300 52
중앙선 316.0 201112 1 50 16015 51 16383 62
중앙선 166.8 201205 1 7 13248 148 13222 41
중앙선 136.8 201112 1 7 16515 203 16307 51
중앙선 316.0 201112 1 8 16442 41 17277 52
중앙선 166.8 201205 1 7 13035 150 13284 49
중앙선 136.8 201112 1 7 17000 190 17737 46
중앙선 8.5 201112 1 5 19961 54 41170 78

대구포항선 25.5 201209 1 20 - 　- 16905 43
대구포항선 51.2 201206 1 7 - 　- 13881 51
서해안선 293.4 201111 1 10 49749 147 39702 73
서해안선 265.9 201203 1 13 33560 307 39065 472
서해안선 230.8 201206 1 7 17585 253 18345 171
서해안선 154.8 201209 1 7 - 　- 14497 48
서해안선 126.7 201112 1 6 10067 65 10305 170
서해안선 16.6 201209 1 8 - 　- 15133 41
서해안선 265.6 201203 1 13 29118 301 30425 755
서해안선 257.9 201206 1 7 29653 305 30945 473
서해안선 229.2 201206 1 7 17283 207 18479 125
서해안선 211.4 201209 1 7 - 　- 15588 45
서해안선 186.4,176.4 201209 2 7, 7 - 　- 14233 43,53
서해안선 154.4 201209 1 7 - 　- 13958 47
서해안선 126.7 201111 1 9 9838 67 10636 257
서해안선 51.7 201210 1 7 - 　- 5992 40
서해안선 17.5 201209 1 7 - 　- 14949 38

청원상주선 62.8 201206 1 7 12608 39 14176 56
청원상주선 34.2 201206 1 7 13388 84 14448 99
청원상주선 59.7 201206 1 7 10535 69 13245 83
청원상주선 16.6,34.1 201206 2 7, 7 13144 70, 81 14871 86, 100
고창담양선 32.4 201112 1 10 - 　- -　 -
고창담양선 32.4 201112 1 10 - 　- - -

울산선 4.0 201209 1 10(3*) - 　- 2625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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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11년도 동류집단 중 실험집단(2012년도 실험집단)

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쉼터이정
(km)

졸음쉼터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2년도
졸음운전
사고건수

경부선
(부산)

김천 칠곡 193.8 158.40 
178(‘12), 

189.9
2 9.67 11

칠곡 평사 158.4 105.90 131.5 1 12.00 11

경부선
(서울)

칠곡 경산 157.03 110.70 131.5 1 11.00 10

호남선
(순천)

이서 정읍 160.75 132.5 151.8 1 6.67 5

백양사 곡성 106.85 49.05
61.5(‘12),

97.2
2 15.33 15

호남선
(천안)

이서 정읍 160.3 132.3 142.1 1 7.33 7

백양사 곡성 106.4 48.65 97.4 1 12.33 20

주암
순천
기점

22.75 0 20.3 1 4.67 3

영동선
(인천)

강릉 평창 231.2 188.45 202.2 1 7.67 4

남해선
(부산)

구  포
나들목

진영 168 136.4 144.7 1 8.67 10

함안 진주 99.8 71.7 87.0 1 7.00 4

사천 섬진강 56.5 30.67 49.8 1 5.67 3

섬진강
서순천
나들목

30.67 0 10.8 1 3.67 5

남해선
(순천)

구  포
나들목

진영 168 136.8 144.7 1 5.67 8

사천 섬진강 57 30.9 49.8 1 5.00 6

남해1
지선
(창원)

창  원
분기점

산  인
분기점

17.88 0 15.3 1 3.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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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쉼터이정
(km)

졸음쉼터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2년도
졸음운전
사고건수

남해1지선
(산인)

창  원
분기점

산  인
분기점

17.88 0 15.3 1 2.00 2

중부선
(통영)

하남
만남

이천 363.5 327.53
336.2(‘12), 

353.4
2 15.00 8

이천 음성 327.53 298.7
305.9(‘12), 

319
2 8.00 9

오창
남  이
분기점

267 247.4 263.4 1 6.33 5

인삼
랜드

덕유산 191.47 146.5
176.3(‘12), 

160.3
2 7.33 4

중부선
(하남)

이천 음성 331.2 298 305.9, 319 2 7.33 7

음성 오창 298 266.45 279.2, 293.3 2 10.00 6

오창
남  이
분기점

266.45 247.4 263.4 1 7.33 2

인삼랜드 덕유산 191.1 146.47
179(‘12),

160.8
2 11.33 2

중부내륙
(창원)

문경 선산 171.3 127.69 152.0 1 11.00 15

중부내륙
(양평)

남성주 영산 76.95 21.4 51.2 1 10.33 14

서여주 충주 270.67 229.5 245.7 1 10.00 6

문경 선산 170.64 127.68 149.0 1 10.33 7

중앙선
(부산)

원주 치악 327.15 298.95 316.0 1 5.33 2

군위 동명 154.2 122.15 136.8 1 6.67 7

중앙선
(춘천)

원주 치악 327.75 298.7 316.0 1 3.67 3

군위 동명 153.44 121.64 136.8 1 6.00 8

대  동
분기점

삼  락
나들목

10.12 0 8.5 1 1.00 2

서해안
(목포)

화성 행담도 302.13 275.66 293.4 1 8.00 7

군산 부안 141.85 104.25 126.7 1 7.67 10

서해안
(서울)

군산 부안 146.62 103.85 126.7 1 11.00 5

고창담양
(담양)

대  덕
분기점

고  창
분기점

42.3 0 31.4 1 2.67 4

고창담양
(고창)

대  덕
분기점

고  창
분기점

42.3 0 31.4 1 2.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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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12년도 동류집단 중 실험집단(2011년도 비교집단)

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쉼터이정
(km)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2년도
졸음운전
사고건수

2013년도
졸음운전
사고건수

경부선
(부산)

기흥 안성 389 362.50 371.8 1 13.33 7 7

안성 망향 362.50 343.70 350.4 1 3.67 4 5

죽암 옥천 288 256.00 261.8 1 9.67 8 14

황간 추풍령 229.6 213.00 214.6 1 4.67 1 7

추풍령 김천 213 193.80 207.4 1 2.67 4 4

경부선
(서울)

죽전 안성 399.4 369.10 379.6 1 8.33 8 13

신탄진 옥천 280 255.30 263.1 1 5.33 5 3

황간 추풍령 229.35 212.45 214.6 1 3.00 3 4

추풍령 김천 212.45 193.35 207.1 1 3.67 8 4

김천 칠곡 193.35 157.03 
189.9, 

178,162.6
3 7.00 10 13

언양 양산 43.55 10.50 37.5 1 9.33 6 14

호남
지선
(논산)

회  덕
분기점

벌곡 53.9 24 49.1, 37.1 2 7.33 9 0

벌곡
논  산
분기점

24 0 11.2 1 6.67 4 4

호남선
(순천)

여산 이서 190.6 160.75 168.4 1 12.00 9 5

호남
지선
(회덕)

회  덕
분기점

계룡 53.9 29.15 44.8 1 8.67 8 4

계룡
논  산
분기점

29.15 0 9.8 1 6.33 4 2

호남선
(천안)

여산 이서 190.3 160.3 174.4 1 10.33 6 4

정읍 백양사 132.3 106.4 123.6 1 8.67 2 6

영동선
(인천)

횡성 문막 152.8 112.8 135.6 1 8.67 8 3

문막 여주 112.8 86.5 99.0 1 8.00 6 5

영동선
(강릉)

강릉 평창 230.7 187 202.2 1 4.33 8 7

횡성 문막 152.3 118.1 135.6 1 7.00 7 4

문막 여주 118.1 85.95 99.0 1 9.00 7 5

남해선
(순천)

섬진강
서순천
나들목

30.9 0 10.8 1 8.0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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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쉼터이정
(km)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2년도
졸음운전
사고건수

2013년도
졸음운전
사고건수

중부선
(통영)

음성 오창 298.7 267 279.2 1 10.67 8 6

함양 산청 107.45 76.35
90.8,
101.7

2 8.00 5 2

산청 고성 76.35 29.65 39.8 1 5.67 2 9

중부선
(하남)

하  남
분기점

이천 364.6 331.2
353.3, 
336.2 

2 12.00 7 10

제2중부
(통영)

하남만남 음성 353.4 298.7 351.8 1 5.00 1 3

제2중부
(하남)

하  남
분기점

이천 364.6 331.05 351.8 1 6.00 1 5

중부내륙
(창원)

괴산 문경 203.88 171.3 188.0 1 6.00 7 8

선산 성주 127.69 96 118.5 1 4.00 5 6

중부내륙
(양평)

선산 성주 127.68 96 120.2 1 9.00 5 8

남성주 칠서 75.35 13.8 55.6 1 10.67 7 9

중앙선
(부산)

춘천 원주 381.4 327.15 368.3 1 7.33 6 5

안동 군위 190.8 154.2 166.8 1 6.00 3 6

중앙선
(춘천)

안동 군위 189.65 153.44 166.8 1 7.00 3 3

대구포항
(포항)

영천 와촌 40.46 12.15 25.5 1 2.67 3 5

대구포항
(대구)

포  항
나들목

영천 69.08 41.3 51.2 1 5.33 5 4

서해안
(목포)

행담도 서산 275.66 241.5 265.9 1 14.33 9 8

서산 홍성 241.5 219.6 230.8 1 2.33 2 4

서천 군산 168.1 141.85 254.8 1 4.00 8 5

함평천지
목  포
나들목

36.5 0 16.6 1 8.67 7 6

서해안
(서울)

행담도 서산 275.2 239.95
257.9,
265.6

2 9.00 7 12

서산 홍성 239.95 219.1 229.2 1 4.33 2 2

홍성 대천 219.1 198.3 211.4 1 2.00 3 1

대천 서천 198.3 167.91
186.4,  
176.4

2 3.67 6 4

서천 군산 167.91 146.62 154.4 1 3.67 7 3

대산 함평천지 64 37.08 51.7 1 2.00 3 3

함평천지 목포 37.08 0 17.5 1 4.00 4 1

청원
상주
(상주)

상주 화서 75 47.85 62.8 1 3.33 5 1

화서 문의 47.85 5.38 34.1 1 7.00 6 8

청원
상주
(청원)

상주 속리산 75 43.36 59.7 1 4.67 6 8

속리산 문의 43.36 5.67
16.6,
34.2

2 4.67 12 6

울산선
(울산)

울  산
나들목

언  양
분기점

13 0 4.0 1 5.67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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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짝짓기 방법에 의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각 40개 구간)

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구간거리
(km)

3개년
연평균
교통량
(편도)

차로수
(편도)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3년
졸음운전
사고건수

중앙선
(춘천)

대  동
분기점

삼  락
나들목

10.12 0 10.12 47,966 2 1 1.00  0

중앙선
(부산)

대  동
분기점

삼  락
나들목

10.12 0 10.12 45,533 2 0 2.00  2

울산선
(울산)

울  산
나들목

언  양
분기점

13.00 0 13.00 21,738 2,4 1 5.67  3

울산선
(언양)

울  산
나들목

언  양
분기점

13.00 0 13.00 22,539 2,4 0 6.33  7

서해안
(목포)

화성 행담도 302.13 275.66 26.47 44,079 3 1 8.00  2

서해안
(서울)

화성 행담도 301.45 275.20 26.25 42,195 3 0 12.33  8

서해안
(서울)

홍성 대천 219.10 198.30 20.80 12,274 2 1 2.00  1

서해안
(목포)

홍성 대천 219.60 198.70 20.90 13,405 2 0 1.00  2

서해안
(서울)

대천 서천 198.30 167.91 30.39 11,358 2 2 3.67 4

서해안
(목포)

대천 서천 198.70 168.10 30.60 12,243 2 0 6.33  3

남해선
(부산)

함안 진주 99.80 71.70 28.10 25,882 4 1 7.00  11

남해선
(순천)

함안 문산 100.70 75.20 25.50 26,597 4 0 9.33  5

대구포항
(대구)

포  항
나들목

영천 69.08 41.30 27.78 9,769 2,3 1 5.33  4

대구포항
(포항)

포  항
나들목

영천 69.08 40.46 28.62 9,881 2,3 0 4.33  0

중부내륙
(창원)

괴산 문경 203.88 171.30 32.58 18,307 2 1 6.00  8

중부내륙
(양평)

괴산 문경 203.60 170.64 32.96 18,799 2 0 6.33  9

중부내륙
(양평)

서여주 충주 270.67 229.50 41.17 19,744 2 1 10.00  9

중부내륙
(창원)

서여주 충주 271.30 230.00 41.30 19,156 2 0 10.67  5

중부선
(통영)

함양 산청 107.45 76.35 31.10 9,734 2 1 8.00  2

중부선
(하남)

함양 산청 107.10 75.82 31.28 9,943 2 0 5.33  5

중부선
(통영)

산청 고성 76.35 29.65 46.70 8,886 2 1 5.67  9

중부선
(하남)

산청 고성 75.82 30.22 45.60 9,488 2 0 4.33  5

호남선
(천안)

정읍 백양사 132.30 106.40 25.90 15,971 2 1 8.67  6

호남선
(순천)

정읍 백양사 132.50 106.85 25.65 15,681 2 0 7.00  3

호남선
(천안)

주암 순천기점 22.75 0 22.75 13,777 2 1 4.67  2

호남선
(순천)

주암 순천 23.10 3.90 19.20 13,563 2 0 9.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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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구간거리
(km)

3개년
연평균
교통량
(편도)

차로수
(편도)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3년
졸음운전
사고건수

중앙선
(부산)

안동 군위 190.80 154.20 36.60 9,013 2 1 6.00 6

중앙선
(부산)

영주 안동 224.70 190.80 33.90 7,019 2 0 14.67  7

중앙선
(춘천)

안동 군위 189.65 153.44 36.21 9,489 2 1 7.00  3

중앙선
(춘천)

영주 안동 224.10 189.65 34.45 6,983 2 0 8.00  4

중앙선
(부산)

원주 치악 327.15 298.95 28.20 9,593 2 1 5.33  4

중앙선
(춘천)

단양 영주 251.41 224.10 27.31 6,869 2 0 5.33  5

영동선
(인천)

횡성 문막 152.80 112.80 40.00 16,774 2,3 1 8.67  3

영동선
(인천)

평창 횡성 188.45 152.80 35.65 12,607 2,3 0 4.67  8

영동선
(강릉)

횡성 문막 152.30 118.10 34.20 15,070 2 1 7.00  4

영동선
(강릉)

평창 횡성 187.00 152.30 34.70 12,083 2 0 4.67  5

경부선
(부산)

기흥 안성 389.00 362.50 26.50 71,074 4 1 13.33  7

경부선
(부산)

서울만남 기흥 415.80 389.00 26.80 93,251 4,5 0 13.00  11

경부선
(부산)

안성 망향 362.50 343.70 18.80 67,580 4 1 3.67  5

경부선
(서울)

입장 천안 353.15 335.50 17.65 63,966 4,3 0 6.67  1

서해안
(서울)

서천 군산 167.91 146.62 21.29 11,382 2 1 3.67  3

서해안
(목포)

부안
고  창
고인돌

104.25 80.51 23.74 9,709 2 0 5.00  7

중부선
(통영)

인삼랜드 덕유산 191.47 146.50 44.97 8,541 2 1 7.33  3

중부선
(통영)

덕유산 함양 146.50 107.45 39.05 8,772 2 0 6.67  4

중부선
(하남)

인삼랜드 덕유산 191.10 146.47 44.63 8,415 2 1 11.33  0

중부선
(하남)

덕유산 함양 146.47 107.10 39.37 8,761 2 0 7.33  5

중부내륙
(양평)

선산 성주 127.68 96.00 31.68 17,574 2 1 9.00  8

중부내륙
(양평)

충주 괴산 229.50 203.60 25.90 19,515 2 0 4.33  7

중부선
(통영)

하남만남 이천 363.50 327.53 35.97 33,797 2,4 1 15.00 13

남해선
(순천)

진영 함안 136.80 100.70 36.10 32,248 2,4 0 11.67  21

중부선
(하남)

음성 오창 298.00 266.45 31.55 27,234 2 2 10.00  5

경부선
(부산)

경주 통도사 58.95 30.00 28.95 27,763 2,3 0 7.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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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후  방
휴게소

전  방
휴게소

후방이정
(km)

전방이정
(km)

구간거리
(km)

3개년
연평균
교통량
(편도)

차로수
(편도)

설치수량
(개소)

3 개 년
졸음사고
평균건수

2013년
졸음운전
사고건수

서해안
(서울)

행담도 서산 275.20 239.95 35.25 22,736 2,3 1 9.00  12

경부선
(서울)

경산 건천 110.70 75.80 34.90 23,020 2,3 0 3.33  11

서해안
(목포)

행담도 서산 275.66 241.50 34.16 24,901 2,3 1 14.33  8

평택제천
(제천)

안성맞춤
서평택
분기점

38.38 0 38.38 22,883 2,3 0 7.00  9

서해안
(목포)

함평천지
목  포
나들목

36.50 0 36.50 9,613 2 1 8.67  6

중앙선
(춘천)

홍천강 원주 366.43 327.75 38.68 7,749 2 0 3.67  3

남해선
(부산)

사천 섬진강 56.50 30.67 25.83 14,839 2 1 5.67  5

호남선
(천안)

곡성 주암 48.65 22.75 25.90 13,777 2 0 6.33  6

남해선
(순천)

사천 섬진강 57.00 30.90 26.10 15,212 2 1 5.00  5

경부선
(서울)

옥천 황간 255.30 229.35 25.95 16,784 2 0 7.67  8

남해선
(순천)

섬진강
서순천
나들목

30.90 0 30.90 11,938 2 1 8.00  4

중부선
(통영)

고성
통  영
나들목

29.65 0 29.65 9,717 2 0 8.67  8

호남선
(순천)

여산 이서 190.60 160.75 29.85 20,758 2,3,4 1 12.00  5

경부선
(부산)

평사 건천 105.90 76.15 29.75 21,706 2,3 0 6.33  6

남해1지선
(창원)

창  원
분기점

산  인
분기점

17.88 0 17.88 21,191 2 1 3.00  2

중부내륙
(양평)

칠서
내  서
분기점

13.80 0 13.80 20,009 2 0 1.33  2

남해1지선
(산인)

창  원
분기점

산  인
분기점

17.88 0 17.88 22,192 2 1 2.00  2

중앙선
(부산)

동명
금  호
분기점

122.15 108.50 13.65 22,406 2 0 1.67  1

호남선
지  선
(논산)

벌곡
논  산
분기점

24.00 0 24.00 13,657 2 1 6.67  4

중부선
(통영)

비  룡
분기점

인삼랜드 213.86 191.47 22.39 14,940 2 0 7.67  4

호남선
지  선
(회덕)

회  덕
분기점

계룡 53.90 29.15 24.75 20,693 2 1 8.67 4

중부내륙
(양평)

충주 괴산 229.50 203.60 25.90 19,515 2 0 4.33  7

경부선
(부산)

김천 칠곡 193.80 158.40 35.40 32,934 3,4 1 9.67  7

남해선
(부산)

진영 함안 136.40 99.80  36.60 31,345 2,4 0 8.67  12

청원상주
(상주)

상주 화서 75.00 47.85 27.15 13,483 2 1 3.33  1

무안광주
(무안)

운  수
나들목

함평나비 41.39 12.22 29.17 12,534 2 0 3.67  3

서해안
(서울)

서산 홍성 239.95 219.10 20.85 14,109 2 1 4.33  2

중부선
(하남)

비  룡
분기점

인삼
랜드

213.86 191.10 22.76 14,388 2 0 3.6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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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교통사고 총계 10,533 10,403 9,785 10,252 9,652 

졸음운전사고 총계 1,487 1,417 1,462 1,323 1,302 

경부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235.00 223.00  216.00  196.00  222.00  

 경부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117.00 104.00 89.00 96.00 126.00 

 경부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8.36  7.43 6.36 6.86 9.00 

호남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40.00  137.00 136.00 108.00 76.00 

 호남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103.00 103.00 113.00 92.00 61.00 

호남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8.58  8.58 9.42 7.67 5.08 

영동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23.00  106.00 126.00 111.00 101.00 

영동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48.00 40.00 46.00 40.00 28.00 

영동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8.00  6.67 7.67 6.67 4.67 

남해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07.00  79.00 77.00 86.00 91.00 

남해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58.00 42.00 46.00 48.00 41.00 

남해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6.44  4.67 5.11 5.33 4.56 

중부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83.00  182.00 158.00 102.00 114.00 

중부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127.00 123.00 110.00 67.00 81.00 

중부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9.07  8.79 7.86 4.79 5.79 

중부내륙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08.00  102.00 112.00 94.00 110.00 

중부내륙선 졸음쉼터 설치 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79.00 64.00 71.00 66.00 67.00 

중부내륙선 졸음쉼터 설치 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9.88  8.00 8.88 8.25 8.38 

중앙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11.00  101.00 88.00 94.00 89.00 

중앙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44.00 47.00 38.00 34.00 39.00 

중앙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5.50  5.88 4.75 4.25 4.88 

서해안선 졸음운전사고 총계 166.00  134.00 157.00 125.00 124.00 

서해안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총계

87.00 73.00 94.00 80.00 63.00 

서해안선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운전사고 평균

6.21  5.21 6.71 5.71 4.50 

부록#5. 고속도로 노선별, 설치구간별 졸음운전사고 현황(2009∼2013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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