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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ercial buses and trucks are mostly large vehicles. Therefore, in case of a buses and 

trucks related traffic accident, human and physical damage are relatively large.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buses and truck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actors and relative 

importance that affect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buses and trucks using meta-analysis for

comprehensive analysis. As a result, a total of 42 research documents are collected and 

meta-analysis is performed on 15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effect 

factors and the effect size contributing to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are drawn. In addition,

suggestions are made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policies for buses and trucks based on the

derived effect siz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severity of 

accidents in buses and trucks, which are accompanied by large human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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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용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버스 및 화물차는 대형차량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버스 및 트럭 안전관리

를 위해서는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 심각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42개 연구문헌을 수집하

여 15개 변수에 대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 심각

도에 기여하는 영향요인 및 효과크기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효과크기를 토대로 버스 및 

트럭 안전관리 정책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 인명피해가 따르는 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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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사고심각도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요인 분석, 메타분석, 안전관리

서론

상용차로 분류되는 버스 및 화물차는 대부분이 대형차량이고, 많은 인원이 승차하거나 대량의 화물을 적재하여 

통행한다. 때문에, 버스 및 트럭 사고 발생 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실제로 

2016년 버스 사고에 해당하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사망 4명, 부상 37명1)에 달했고, 마찬

가지로 버스가 원인이 된 2017년 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망 2명, 부상 16명2), 창원터널 화물

차 폭발사고의 경우 사망 3명, 부상 5명3)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렇듯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버스 및 트럭 사고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며, 대형차량에 대한 위험성

과 경각심을 부각하고, 안전성 제고 노력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2016년과 2017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버스 및 트럭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장시간 운전에 따른 운전자 집중도 하락, 졸음운전 등이 지목되었고, 이후 국토

교통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승합차 및 3.5톤 초과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4)

한 바 있다.

이러한 소위 이슈 중심적 대책이 인적, 물적 피해 감소에 일조하는 바는 분명 있겠으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

후약방문식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보다 다양한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고 선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안전도 관리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요인의 탐색과 영향도 평가, 상대적인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요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관련 자료의 부재나 신뢰성 문제, 자료 구득 및 결합과 구

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전술한 관련 연구 필요성과 그 과정상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교통사고 심각

도 영향요인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탐색 및 상대적 비교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포

괄적인 영향요인 탐색 및 상대적 비교에 적합한 메타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관련 연구와 

메타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변수를 탐색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 분석 

절차를 논하였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 및 결론을 논하였다.

이론적�고찰�및�선행연구�검토

1. 메타분석의�이론적�고찰

메타분석(meta-analysis)이라는 용어는 1976년 Gene Glass가 통계학적 방법이 아닌 철학적 개념으로 언급하면

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메타분석은 가능한 많은 연구의 장점 및 한계점을 토대로 하여 모든 연구 결과를 융합하여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말한다(Kontopantelis and Reeves, 

2009). 기존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석들의 분석이라고 소개되기도 하며, 동일 주제로 

수행된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례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요인 도출 사례가 있다. 기

존 연구는 각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요인을 독립적으로 도출하였으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특성상 

종합적인 사고요인 도출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연구된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통량, 접근로 차로 수, 접근로 폭 등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울신문, “영동고속도로�추돌사고�부상자� 21명�늘어...4명�사망� ‧ 37명�부상”(2016년� 7월� 18일).

2) 이데일리, “빗길�졸음운전에� 7중�추돌사고...2명�사망� ‧ 16명�부상”(2017년� 7월� 9일).

3) 한국일보, “창원터널�화물차�폭발사고...3명�사망, 5명�부상”(2017년� 11월� 2일).

4) 국토교통부(2017), 첨단안전장치�설치�의무화�대상�확대된다.-승합차/3.5톤�초과�화물차에�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필수,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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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은 절차적으로는 통계모형 선택(statistical model), 효과크기 산출(effect size), 효과크기 이질성 검정

(heterogeneity), 출판편의 진단 과정(publication bias) 순으로 이루어진다. 메타분석의 분석절차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Flowchart of meta analysis

1) 통계모형�선택

통계모형 선택 단계에서는 개별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의 영향도를 공통 단위로 표준화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선정

하는 단계이다. 메타분석의 통계모형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이 있다. 두 모형은 실제 효과크기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통합

분석 하고자 하는 각 연구들의 모집단이 동일하고, 실제 효과크기의 참값은 단 하나만 존재하며, 각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차이는 표본추출의 오차로부터 기인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에 반해 랜덤효과모형은 각 연구의 실제 

효과크기의 참값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통

계모형의 선택은 후술할 이질성 검정 결과에 따라 선정한다.

2) 효과크기�산출

효과크기는 취합된 연구결과들을 쉽게 해석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척도이다(Viechtbauer, 

2010). 효과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승산비(odds ratio)와 표준화된 상관계수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승산비란 어떤 특

정 조건 내에서의 사건 발생 확률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이고, 표준화된 상관계수는 변수 간 관계 

정도를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 효과크기 해석에 있어서 승산비로 제시되는 효과크기는 1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표

준화된 상관계수로 산출된 효과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승산비와 표준화된 상관계수의 산출식은 Equation 

1, Equation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요인별로 수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승산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

였고, 각 요인별로 제시하였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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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사건발생확률

 : 승산비(odds ratio)

 : 표준화된 상관계수

3) 효과크기�이질성�검정

다수의 연구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의 특성상, 각 연구별 실험조건이나 전제, 대상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별 연구 결과에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Shin, 2015). 여기서 이질성이란 통합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다양성으로 야기되는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효과크기에 대한 이질성 검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

으로 통계적 모형을 선택한다. 만약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랜덤효과모형을 채택하고, 반대의 경우 고정효

과모형을 채택한다.

효과크기 이질성 검정에는 forest plot 작성, ′ 와 ′   지표 검토 방법이 있다. Forest plot은 효과

크기 이질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는 Equation 3과 같이 산출한다. Hedges and Olkin(1985)

에 의하면, ′는 메타분석 시 수집된 연구 수가 적은 경우에는 낮은 검증력을 보이고, 많은 경우에는 지나

치게 높은 검증력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는 Equation 4와 같이 산출한다. Equation 4의 값은 

Equation 3을 통해 산출한 값을 의미한다. Higgin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값이 25%보다 낮으면 낮은 이질

성, 50%면(25% 이상 75% 미만) 중간 정도의 이질성, 75-80% 이상이면 높은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에 대한 이질성 검정 시, ′ 값이 수집된 연구 수에 따라 검증력에 차이를 보이

는 바, 수집 연구 수와 관련 없는 ′   값을 활용하여 이질성 검정을 진행하였다.

 
  













 (3)

여기서,  : 코크란 검정 값



 :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

 : 통합 효과크기

  



× (4)

여기서,  : 코크란 검정 값

 : 카이제곱통계량의 자유도

4) 출판편의�진단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란 대개 학술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가 출판되고, 그렇지 못한 연구는 출판되지 

못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때, 학술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만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연구결

과가 편향되어 왜곡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판편의를 검정하며, funnel plot과 통계적 검증 방법인 Egger 

검정을 활용한다(Viechtbauer, 2010). Funnel plot은 각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x축으로, 표준편차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활용하여 출판편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Funnel plot에서 각 그래프의 점은 개별 연구를 의

미하고, 수직선은 효과크기 통합 추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깔때기 모양의 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출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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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표본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넓게 흩어지고, 표본크기가 큰 연구들은 그

래프의 윗부분에 좁게 모여있고,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는 효과크기 통합추정치에 대해 대칭적인 형태를 보인다. 

출판편의가 존재하면 결측연구들이 존재하고, 해당 연구들이 funnel plot 아래쪽에 분포하며, 효과크기 통합추정치

에 전체적으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인다. Egger 검정(Equation 5)은 출판편의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

정법으로, 종속변수로 표준정규편차(효과크기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 독립변수로 표준오차의 역수 값을 취하여 구

축한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다(Egger et al., 1997). Egger 검정을 활용한 출판편의 진단은 보통 절편을 

통해 확인하는데, 이는 출판편의가 없는 경우 표준정규편차가 0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정을 활용한 출판편의 

진단은 ‘절편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의 진단 시, funnel plot과 Egger 검정 결과를 모두 활용하였다. Funnel plot의 경우, 각 요인

별 funnel plot 분포를 통해 출판편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Egger 검정의 경우, 산출되는 절편을 통해 출판편의 존

재 유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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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및�트럭�교통사고�관련�선행연구�고찰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한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영향요인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를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Choi and Jung(2011)은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내버스 운전자를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로 구분하고, 이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정밀 운전적성검사를 진행하여 운전행동특성을 판단하였다. 고령운전자 행동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영향인자로 고령운전자의 ‘성별’, ‘나이’, 

‘주행속도’, ‘시력’, ‘사고특성’, ‘장애여부’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 영향인자 기반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slam and Hernandez(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 NHTSA에서 제공하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수집된 

NASS-GES(National Automotive Sampling System-General Estimated System) 트럭 사고데이터를 토대로 순서

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트럭 사고심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량속도’, ‘차로변경 행태’, ‘충돌 차량 대

수’, ‘사고발생 시간대’ 및 ‘도로조명’ 등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 및 환경요인, 충돌유형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자들이 트럭 사고심각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ato and Kaplan(2014)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데이터를 기반

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버스 사고심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약자가 개입되거나, 제한

속도가 높거나, 야간에 발생했거나, 고령운전자가 개입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 사고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승객의 부상심각도는 중차량과 충돌, 신호위반, 개방된 공간, 높은 제한속도, 젖은 노면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 et al.(2014)은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안전 직무수행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전국 현직 버스 운전자 1,050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교육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492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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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준수, 안전참여 행동이 버스 교통사고 발생율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운전

자 개인의 인적 성향이 교통사고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Osman et al.(2018)은 미국 미네소타 주 내에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상용차 교통사고 6,427건을 

대상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상용차 사고심각도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상용차 면허를 소유하고 있

는 모든 연령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착용여부’, ‘공작물 충돌’, ‘속도위반’, ‘차량 연식’, ‘기

상’, ‘운행 시간대’ 등이 상용차 사고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요인들은 연령대에 따라 그 영향

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19)은 중국 내 산악지대인 장쑤성과 산쑤성 내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트럭 교통사

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악지대에서의 트럭 사고심각도를 분석하였다. 비례오즈모형을 활용한 해당 연구에서는 트

럭 사고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운전자 연령’, ‘안전벨트 착용여부’, ‘속도위반’, ‘사고발생 시간대’, ‘과적 여

부’, ‘차량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Ka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한국도로공사 관할 38개 고속도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발

생한 화물차 사고심각도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8개 인자(운전자 연령, 졸음운전, 추돌사고, 

전도/전복사고, 화재사고, 사고 포함 차량 수, 충돌속도, 야간시간대)가 사고심각도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존 버스 및 트럭 교통사고 발생 및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한 결

과, 구조방정식이나 심각도 모형 구축, 설문조사 등을 통한 요인 규명 및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심각도와 관련해서는 ‘나이’, ‘개인적 성격’ 등의 인적요인은 물론 

차량요인, 도로 및 환경요인, 충돌유형, 주행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었다.

3. 메타분석을�활용한�교통안전분야�관련�선행연구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르웨이 교통학자인 Elvik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그 외 연구내

용에는 가드레일과 충격흡수쿠션(Elvik, 1995), 주간주행등(Elvik, 1996), 자동과속단속 시스템(Elvik, 1997), 징이 

박힌 타이어(Elvik, 1998), 도심 정온화기법(Elvik, 2001), 다공아스팔트(Elvik and Greibe, 2005), 약물투여 후 운전

(Elvik, 2013) 등 기존 논의되지 않은 단일 요인에 대한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교통안전분야에서 메타분석 방법론을 접목한 연구는 도로안전성 평가, 도로안전시설 도입 또는 차량 안

전제어시스템 장착 관련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5)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시계열적 교통안전성을 메타분석 방

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 데이터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심형 중앙분리대 반경 10m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수집하였다. 기존 메타분석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내 개별 구/군을 개별연구로 판단하

여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효과를 거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인근 지역 교통

사고 수가 기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적인 사고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건의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시설 연구 논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종

속변수인 교통사고 건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조명시설’, ‘좌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 가속구간’, ‘도류화’,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우회전 전용차로’, ‘단속카메라’로 나타났다.

Jo et al.(2016)은 공사구간에 가변속도제한시스템(VSL: Vehicle Speed Limit) 적용 시 교통운영효율성과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를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사구간 내 VSL 적용 효과를 분석한 관련 

연구 중 효과척도로 통과교통량(교통운영효율성 측면, 41건), 주행속도(교통안전성 측면, 27건)를 활용한 총 68건

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수집된 연구의 결과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 시 상관계수와 승산비를 제시하였

고, 이를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통과교통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행속도는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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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Oh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차체자세제어장치(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장착에 따른 교통안전성 효

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로 총 157개의 국내 ‧ 외 문헌이 선정되었다. 수집된 연구의 연구결

과값은 승산비로 환산하였고, 이 승산비를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고율 측면의 통합 승산비 

효과크기가 0.90으로 나타나, ESC 시스템 적용 시 사고율이 10%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사망사고율 측면의 통합 

승산비 효과크기는 0.73으로 나타나, ESC 시스템 접목 시 통제상실 사고율이 27%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메타분석을 활용한 교통안전 분야 연구를 살펴본 결과,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나, 사고심각도 직접 영향요인 규명 및 영향도 비교, 분석 사례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유사 연구사례를 통합하여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영향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을�이용한�버스�및�트럭�교통사고�심각도�요인�분석

1. 연구�문헌�선정�및�요인�선별

메타분석을 위한 문헌 선정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하였고, 특정 유형 도로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기보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여러 유형을 고려하였다. 또한, 문

헌 선정 시 로짓, 순서형 프로빗, 로지스틱 등의 모형 구축을 통해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요인을 규명하고, 상대적

인 영향도를 도출한 문헌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영향요인을 선별하는 과정에

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분석 요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출판편의 진단을 위해서는 일

정 건 수 이상의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선정된 문헌은 총 42건의 연구 논문으로 이 중 버스 사고심각도에 대

한 연구가 14건, 트럭 사고심각도에 대한 연구가 28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별된 문헌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selected studies

No Author (year) Model Vehicle Independent variables
1 Kaplan and Prato (2012) Ordered logit Bus Fatigue drive, Driver’s age, Speed violation etc.
2 Tseng (2012) Logistic Bus Time of crash: evening/midnight, Driver’s age etc.
3 Besharati and Kashani (2017) Logistic Bus Speed limit: over 100km/h, Fatigue drive etc.
4 Prato and Kaplan (2014) Logistic Bus Speed limit: over 100km/h, Time of crash: evening etc.
5 Feng et al. (2016) Ordered logistic Bus Object collision,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etc.
6 Chu (2014) Ordered logit Bus Object collision, Overturn, Speed limit: over 100km/h etc.
7 Sam et al. (2018) Ordered logit Bus Object collision, Overturn, Surface: wet etc.
8 Bin and Son (2018) Ordered logit Bus Speed violation, Safe distance violation etc.
9 Yoon et al. (2018) Ordered probit Bus Speed limit: over 100km/h, Surface: wet, Curve etc.
10 Bin and Son (2019) Ordered logit Bus Speed violation, Safe distance violation etc.
11 Wu et al. (2019) Logitsic Bus Driver’s gender, Driver’s education level etc.
12 La et al. (2012) Logitsic Bus Careless drive, Drunk drive, Fatigue drive, Driver’s age etc.
13 Strathman et al. (2010) Operator safety Bus Time of crash: evening/midnight, Careless drive etc.
14 Blower and Green (2010) Logistic Bus Driver’s age, Driver’s gender, Bus type etc.
15 Kang et al. (2019) Ordered probit Truck Object collision,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etc.
16 Choi et al. (2013) Logistic Truck Time of crash: midnight, Curve, Driver’s age etc.
17 Yoon et al. (2016) Ordered logit Truck Weather: rain/fog, Traffic signal violation etc.
18 Lemp et al. (2011) Ordered probit Truck Time of crash: evening, Weather: rain/fog etc.
19 Naik et al. (2016) Ordered logit Truck Object collision, Time of crash: evening etc.
20 Wei et al. (2017) Ordered probit Truck Time of crash: evening/midnight, Weather: rain/fog etc.
21 Zhu and Srinivasan (2011) Ordered probit Truck Object collision, Overturn, Speed limit: over 100km/h etc.
22 Zhu and Srinivasan (2011) Ordered probit Truck Object collision, Overturn, Careless driv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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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elected studies (continued)

No Author (year) Model Vehicle Independent variables
23 Islam and Hernandez (2013) Ordered probit Truck Overturn,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Curve etc.
24 Ahmed et al. (2018) Bayesian logit Truck Object collision, Overturn, Weather: rain/fog etc.
25 Khattak et al. (2012) Ordered probit Truck Time of crash: evening, Local road, Drunk drive etc.
26 Osman et al. (2016) Ordered logit Truck Speed limit: over 100km/h, Time of crash: evening etc.
27 Hao et al. (2016) Ordered probit Truck Speed limit: over 100km/h, Time of crash: evening etc.
28 Rezapour and Ksaibati (2018) Logistic Truck Speed limit: over 100km/h, Speed violation etc.

29 Wang et al. (2019)
Partial propor-
tional odds

Truck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Curve etc.

30 Azimi et al. (2020) Ordered logit Truck Speed limit: over 100km/h, Local road, Curve etc.
31 Wang et al. (2011) Ordered probit Truck Curve, Surface: dry, Vehicle defect: tires etc.
32 Anarkooli et al. (2017) Ordered probit Truck Weather: rain/fog, Local road, Speed violation etc.
33 Moomen et al. (2019) Logistic Truck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Weather: rain/fog etc.
34 Khan and Khattak (2018) Logit Truck Local road, Careless drive, Driver age etc.
35 Anderson and Dong (2017) Logit Truck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Careless drive etc.
36 Rahimi et al. (2020) Ordered probit Truck Object collision, Overturn, Speed limit: over 100km/h etc.
37 Xu et al. (2019) Ordered probit Truck Local road, Careless drive, Drunk drive, Fatigue drive etc.
38 Osman et al. (2018) Ordered probit Truck Object collision, Time of crash: evening etc.

39
Al-Bdairi and Hernandez 
(2017)

Ordered probit Truck Overturn,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Curve etc.

40 Yuan et al. (2017) Logit Truck Speed limit: over 100km/h, Time of crash: evening etc.
41 Cerwick et al. (2014) Logit Truck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Driver’s age etc.
42 Chen and Chen (2011) Logit Truck Overturn,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Fatigue drive etc.

 

선별된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관련 요인은 공작물 충돌(Object Collision), 전복사고(Overturn), 차량 2대 이상 

관여 여부(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제한속도 100km/h 이상(Speed Limit: Over 100km/h), 저녁 시간대 

발생(Time of Crash: Evening), 심야 시간대 발생(Time of Crash: Midnight), 기상(비/안개)(Weather: Rain/Fog). 

젖은 노면(Surface: Wet), 지방부 도로(Local Road), 곡선부 구간 사고(Curve), 속도위반(Speed Violation), 운전 

부주의(Careless Drive), 음주운전(Drunk Drive), 피로운전(Fatigue Drive), 운전자 연령(Driver’s Age)이다. 이 중 

공작물 충돌은 차량이 도로상 또는 가로변의 구조물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복사고는 사고 전, 

후 차량이 전복된 사고를 의미한다. 차량 2대 이상이 관여된 사고는 차대차 사고를 의미하며, 2대 이상의 충돌을 포

함한다. 제한속도 100km/h 이상은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저녁 및 심야 시간대 발생은 사고 발생시간대가 각각 저녁 및 심야 시간대인 경우를 의미

하고, 기상(비/안개)은 비 또는 안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 외 지방부 도로, 곡선부 사고, 속도

위반, 운전 부주의, 음주운전, 피로운전, 졸음운전, 운전자 연령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동일하다.

2. 통계모형�선택을�위한�이질성�검정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모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방법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질성 검정 결과를 기반

으로 선정한다. Jo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별 특성이 이질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질성 검정 

결과에 상관없이 랜덤효과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이질성 검토를 수행하

였다.

메타분석 과정에서 이질성 검정 방법으로는 앞서 이론적 고찰의 효과크기 이질성 검정에서 언급하였듯이 forest 

plot, ′와 ′  가 있다. 우선, forest plot 확인 결과, 수직선을 중심으로 각 연구별 신뢰구간이 몰

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크기 이질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요인별 forest plot

은 Figure 2와 같다. 또한, ′와 ′  를 활용하여 각 요인별 효과크기 이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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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2와 같다. 살펴보면, ′의 p-value 값은 모두 0.00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에 이질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  를 활용한 이질성 검정 결과에서도 지

표값이 모두 75% 이상으로 산출되어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모형선택을 위한 이질성 검정 결과, 모든 선정된 변인에 대한 이질성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모

형을 선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a) Object collision (b) Overturn (c)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d) Speed limit: over 100km/h (e) Time of crash: evening (f) Time of crash: midnight

(g) Weather: rain/fog (h) Surface: wet (i) Local road

(j) Curve (k) Speed violation (l) Careless drive

(m) Drunk drive (n) Fatigue drive (o) Driver’s age

Figure 2. Forest plot of meta analysis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6호, 2020년�12월 529

KIM, Hyungjun ･ JEON, Gyoseok ･ JANG, Jeong Ah ･ YOON, Ilsoo •Article•

Table 2. Heterogeneity test results

Variable
′ ′  

 d.f. p-value   98%-CI

Speed violation 2,480.62 14 0 99.4% [99.3%; 99.5%]
Drunk drive 853.14 10 <0.0001 98.8% [98.5%; 99.1%]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1,264.51  9 <0.0001 99.3% [99.1%; 99.4%]
Speed limit: over 100km/h 1,239.38 16 <0.0001 98.7% [98.4%; 98.9%]
Time of crash: midnight 1,162.92 10 <0.0001 99.1% [98.9%; 99.3%]
Fatigue drive 315.16  9 <0.0001 97.1% [96.0%; 98.0%]
Curve 726.12 16 <0.0001 97.8% [97.2%; 98.2%]
Driver’s age 408.12 18 <0.0001 95.6% [94.2%; 96.6%]
Weather: rain/fog 2,140.48 10 0 99.5% [99.4%; 99.6%]
Object collision 2,347.07 10 0 99.6% [99.5%; 99.6%]
Time of crash: evening 427.75 11 <0.0001 97.4% [96.6%; 98.1%]
Overturn 3,290.41  9 0 99.7% [99.7%; 99.8%]
Local road 351.90 11 <0.0001 96.9% [95.7%; 97.7%]
Careless drive 4,511.24 13 0 99.7% [99.7%; 99.7%]
Surface: wet 2,081.73 14 0 99.3% [99.2%; 99.4%]

3. 출판편의�진단

출판편의 진단을 위해 Egger 검정 및 funnel plot 작성을 수행하였다. 먼저 Egger 검정 결과(Table 3)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대한 p-value는 모두 0.05 이상으로 나타나, ‘절편이 0이다’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출판편

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unnel plot(Figure 3)에서도 출판편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 각 요인별 문헌들이 대부분 funnel plot 위쪽에 분포하고, 효과크기의 통합추정치(funnel plot의 수직선)를 기준

으로 대칭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한 바, 출판편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Table 3. Effect size results and publication bias test results using Egger’s test

Variable
Effect size Publication bias test

COR 95%-CI Z p-value t d.f. p-value
Speed violation* 0.2381  [0.1490; 0.3235] 5.13 <0.0001 0.90376 13 0.3826
Drunk drive* 0.1433 [0.0618; 0.228] 3.43 0.0006 0.31067  9 0.7631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0.1369  [0.0852; 0.1879] 5.16 <0.0001 0.59508  8 0.5682
Speed limit: over 100km/h* 0.1387  [0.0525; 0.2228] 3.15 0.0017 0.67902 15 0.5075
Time of crash: midnight* 0.121  [0.0180; 0.2214] 2.3 0.0214 0.99092  9 0.3476
Fatigue drive* 0.1153  [0.0378; 0.1914] 2.91 0.0036 0.05438  8 0.958
Curve* 0.0662  [0.0278; 0.1044] 3.37 0.0007 -0.3392 15 0.7391
Driver’s age* 0.0383  [0.0085; 0.0680] 2.52 0.0118 2.0943 17 0.0515
Weather: rain/fog 0.0839 [-0.0414; 0.2066] 1.31 0.189 0.64466  9 0.5352
Object collision -0.0628 [-0.1685; 0.0443] -1.15 0.2505 1.7174  9 0.12
Time of crash: evening 0.034 [-0.0273; 0.0949] 1.09 0.2772 0.41989 10 0.6834
Overturn 0.0565 [-0.0751; 0.1861] 0.84 0.4006 0.59691  8 0.5671
Local road 0.0217 [-0.0428; 0.0859] 0.66 0.5102 0.60075 10 0.5614
Careless drive 0.0456 [-0.0979; 0.1872] 0.62 0.5345 1.282 12 0.2241
Surface: wet 0.022 [-0.0500; 0.0937] 0.6 0.5494 0.5514 13 0.5907
Note: ‘*’ mark means the p-value of factor is less than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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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ject collision (b) Overturn (c) More than 2 vehicles involved

(d) Speed limit: over 100km/h (e) Time of crash: evening (f) Time of crash: midnight

(g) Weather: rain/fog (h) Surface: wet (i) Local road

(j) Curve (k) Speed violation (l) Careless drive

(m) Drunk drive (n) Fatigue drive (o) Driver’s age

Figure 3. Publication bias test results using funnel plot

4. 효과크기�산출결과

메타분석 수행을 위한 통계모형 선택 절차에서는 이질성 검정 결과에 따라 랜덤효과모형을 선정하였고, 출판편

의 진단 결과,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도출한 분석요인

별 효과크기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는 효과크기 산출 결과와 앞선 출판편의 진단 단계에서 도출한 Egger 검

정 결과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상관계수를 통해 효과크기를 도출하였으므로 각 영향요인의 영향도에 대해 0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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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5개 요인 중 8개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요인 중 유의

미한 요인을 효과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속도위반, 음주운전, 제한속도 100km/h 이상, 차대차 사고, 야간시간

대 발생사고, 피로(졸음) 운전, 곡선부 발생 여부, 운전자 연령 순이다. 이 중 속도위반의 효과크기가 0.2381로 가장 

크고, 곡선부 사고가 0.0662, 운전자 나이가 0.0383으로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음주운전, 제한속도 100km/h 

이상, 차대차 사고, 야간시간대 발생사고, 피로(졸음) 운전의 경우 효과크기가 0.11-0.14 범위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상태(강우/안개), 공작물 충돌(단독사고), 저녁 시간대 발생사고, 전복, 지방부 도로 사고, 부주의, 젖은 

노면상태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의 95% 신뢰구간

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변수와 달리 95% 신뢰구간이 음수에서 양수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

는 메타분석이 요인 중복 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가 사고심각도와 상관이 없어서라기보다 다른 요인과의 결합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고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강우 및 안개 상황, 젖은 노면 상황에서 운전자가 감속운행 등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심각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Albertsson et al.(2006)의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비록 해외이긴 하지만 버스 및 트럭의 사고심각도는 오히려 맑은 날에 높은 것으로 제

시한 바 있다. 

운전 부주의의 경우에도 버스 및 트럭 운전자 휴식 등 관리 면에서 국내 대비 국외가 상대적으로 관련 법이 엄격

하여, 이런 특성이 운전자 실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Prato and Kaplan(2014)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고령 버스 운전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관리를 통해 버스 안전도가 제고되었다고 언

급한 바 있다.

전복사고의 경우,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선정된 연구에서 Rolling

과 단순 전복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공작물 충돌의 경우에는 분석 요인 중 유일하게 효과크기가 음(-)으로 나타나 사고심각도는 오히려 

감소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대속도 차이, 교통안전 시설물과의 충돌에 따른 안전도 상승 등 

단독사고로써 차대차 사고와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론�및�시사점

본 연구는 버스 및 트럭으로 대표되는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탐색과 상대적인 영향도 

제시를 목표로,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변수를 검토하고자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메타

분석을 위해 버스 관련 14개 연구, 트럭 관련 28개 연구, 총 42개 문헌을 선정하였고, 이들 연구를 토대로 15개 관련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메타분석에 요구되는 자료를 구축,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련의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이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각 연구 결과에는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메타분석을 위한 통계모형으로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출판편의 진단을 수행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된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산출된 효과크기 및 통계적 유의미 여부를 제시하였다.

전체 15개 변수 중 8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 순으로 제시하면 속도위반, 음

주운전, 제한속도 100km/h 이상, 차대차 사고, 야간사고, 졸음운전, 곡선부 사고, 운전자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속도위반의 효과크기 0.2381로 가장 크고, 제한속도 100km/h 이상, 음주운전, 차대차 사고, 야간사고, 졸음운전의 

효과크기는 0.11-0.14 범위에 조밀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선부 사고, 운전자 연령은 0.04-0.07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고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상태(강우/안개), 공작물 충돌(단독사고), 저녁 시간대 발생사고, 전복, 지방부 도로 사고, 운전 부주의, 

젖은 노면의 경우에는 사고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요인과의 결합여부나 상황에 따라 사고심각도를 감소시킬 수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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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본 연구 결과가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슈 중심적 대응 외에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버스 및 트럭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겠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졸음운전은 버스 및 트

럭 사고심각도 효과크기에서 6번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고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속도위반

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는 바, 여전히 버스 및 트럭 운행속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

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과속단속체계의 확충 또는 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graph)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

다 강력한 제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속도위반 외 사고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부분의 

효과크기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점은 다양한 요인관리를 통한 다각적인 버스 및 트럭 안전관리

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 외 본 연구를 통해서 고속도로 야간 음주단속 강화, 안전시설물 확충, 악조건 하 운행 시 

안전운행 필요성 홍보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이 각 연구별 표본 크기의 차이에 따라 연구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사고심각도 요인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

고자 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심각도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관련 연구가 국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국내 교통사고 심각도 요인규명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양적으로 확충된 이후에는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와 국외의 영향요인 및 효과크기의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국내 특화 정책 

방향의 제시 등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과정에서 버스 및 트럭 사고 관련 자료 상 첨단장치장착 여부, 운전자 인적 요소, 사고 발생 

상황 등 보다 다양한 요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본 연구가 버스 

및 트럭 사고심각도 저감 및 대형 인명피해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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