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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고혈압과 관련된 생활행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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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life patterns related to hypertension in taxi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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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택시 운전기사들은 하루 13시간이상 일하고 짧은 휴식시간을 가지며 매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복부 비만율이 높으며 대부분 중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건강위험요인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로 인한 고혈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유발과 관련된 직업적 특성과 생활행태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서울 일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50세 이상의 택시 운전기사 72명을 대상으로 혈압, 엉덩이 둘레,
허리둘레, 혈중지질, 혈당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행태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
과 대상자들 중 고혈압을 진단 받은 대상자는 30명으로 41.7%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생활행태를 살펴
보면 규칙적인 운동 습관과 낮은 흡연율을 나타낸 반면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파악되
었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의 유병율과 생활행태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생활행태의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핵심어 : 택시 운전기사, 생활행태, 비만, 고혈압, 교육

Abstract
The taxi driver have more than 13 hours long working hours and irregular life pattern by the nature of
their jobs. Also, they are most middle-aged male of high abdominal obesity. However, hypertension study
of these drivers is no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ssociation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and life pattern
of taxi drivers and hypertension. Life pattern took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data had been
collected from 72 taxi driver who were visited for health education class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area. Their age is over the 50 and they checked blood pressure, waist, hip circumference, blood lipids and
blood sugar tests. They have high level of health concerned, regularly exercise and low smoking rates but.
they have short time sleep duration. In addition, hypertension in the prevalence is 41.7 percent. As a result,
because life pattern modifications reduce substantially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an active educ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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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는 문명의 극적인 발달을 이루었고 그 결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
되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되면서 1971년 74.2%이던 버스 이용률은 1985년
52.8%대로 감소하며 대신 택시 이용률이 20%로 상승하였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으로 택시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3년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별 택시 이용률은 5.9-9.3%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직업적 특성상 갖게 되는 장시간의 운전은 건강수준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소로 신체활동량이 부
족하게 되면서 비만과 과체중 등 각종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2014년 서울 노동권익센터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1개월간
근무시간이 313.4시간을, 1일 2교대 택시 운전기사는 254.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운전기사는 직업의 특성상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며 신
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요하는 직업일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운전피로, 교통 혼잡, 교통사고, 근
무교대 등으로 인한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견뎌야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건강위험
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혈관 및 위장질환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요
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6,7],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아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권고되고 있다[8,9].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질환이 크게 늘면서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원인의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며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3이 고혈압
환자이고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2005년 9.3%에서 2015년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인구는 약 10억명 정도에 이르고 매년 고혈압으
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미국에서도 고혈압 관리를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NHBPEP,National High Blood Pressure Educ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0년 국가적인 고혈압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기에 이
르렀다[11,12]. 하지만 최근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물적 치료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에 따라 생활양식 변화를 통한 고혈압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오랜 시간의 좌식 생활 또한
고혈압의 유발요인으로 보고되면서 택시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과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다[13].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중년기로 각종 생활습관 개선
과 간호중재를 위해 건강지각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였다[14]. 정, 오의 연구에서는 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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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였으며[15] 고의
연구에서도 택시운전기사들의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BMI, 이직의도, 운전피로 및 교
대근무와 관련된 특성 등과 관련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임상실무 간호현장에서도 택시기사들을 면밀히 사정하여 성인 만성질환과 관련된 유발 요
인들에 관한 간호중재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의료인의 역할 중요성과 사회적인 개선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16]. 그러므로 좌식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생활 행태
와 관련하여 고혈압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혈압 유발과 관련된 생활행태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정도를 분석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행태 변화를 위한
건강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행태와 고혈압과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단면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
들은 후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 작성 후 혈압, 엉덩이 둘레, 허리둘레, 혈
중지질, 혈당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행태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식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 졌으며 설문은 10분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은 외
래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설문의 내용을 설명하였
다.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모두 72명의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최종 분석
하였다.

2.2 자료수집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 72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 폐기처분되며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대상자는 건강강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원한 대상자들로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자
료수집에는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혈액검사 및 신체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
간은 평균 30분 정도였고 이후 30분 정도의 생활양식 개선을 위한 건강 강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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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혈압 관련 생활 행태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를 이용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
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0.5세이었고 평균체중은 70.1 ± 9.5kg, 평균 BMI는 24.9 ± 2.9 이었다. 대
상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3.2시간으로 2014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한국인
평균 1일 근로시간인 8.7시간보다 4.5 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일
평균 수면시간 또한 2017년 OECD 결과인 7시간 41분보다 1시간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평균 공복
혈당이 107.2 ± 23.6mg/dL(정상기준치 80-110mg/dL)으로 정상기준치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었지
만 향후 상승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 수축기 혈
압 상태가 141.6 ± 15.4mmHg(정상기준치 120mmHg), 평균 이완기 혈압 상태가 87.4 ± 9.5mmHg
(정상기준치 80mmHg)로 정상치보다 조금씩 높게 측정되어 혈압과 관련된 생활행태의 교정을 위
한 교육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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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M ± SD

Age(year)

72

60.5 ± 6.4

Weight(kg)

72

70.1 ± 9.5

BMI(kg/m2)

72

24.9 ± 2.9

Waist circumference(cm)

72

89.6 ± 6.8

Fasting glucose(mg/dL)

72

107.2 ± 23.6

Serum total cholesteroll(mg/dL)

72

194.4 ± 34.8

Serum HDL- cholesterol(mg/dL)

72

110.7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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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LDL- cholesterol(mg/dL)

72

53.5 ± 10.9

Serum triglyceride(mg/dL)

72

150.9 ± 65.9

Systolic blood pressure(mmHg)

72

141.6 ± 15.4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72

87.4 ± 9.5

work period(year)

72

20.7 ± 10.6

working hours(hour)

72

13.2 ± 2.4

sleeping time(hour)

72

6.3 ± 1.3

3.2 생활행태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중인 대상자는 전체 72명 중 30명(41.7%)이며 대상자의 생활행태
에 따른 고혈압의 영향을 살펴보면 운동 요인에서 p=0.018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대상
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평소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BMI 또한 p=0.038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면시간 변수가
p=0.009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택시기사의 직업의 특성상 장시간의 운전시간
으로 인한 수면부족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된다. [표 2].
[표 2] 생활행태가 고혈압군에 미치는 영향
[Table 2] Effect of life pattern on hypertension
Hypertension

Variable
exercise

smoking

alcohol

stress
eating habit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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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no

5(16.7)

7(16.6)

yes

25(83.3)

35(83.4)

no

3(10.0)

9(21.4)

past

16(53.3)

24(57.2)

present

(36.7)

9(21.4)

no

2(6.7)

6(14.3)

past

2(6.7)

6(14.3)

present

26(86.6)

30((71.4)

no

2(6.7)

6(14.3)

yes

28(93.7)

36(85.7)

1-2/day

5(16.7)

6(14.3)

p-value
0.018*

0.092

0.156

0.10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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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kg/m2)

sleeping duration

working hours

irregular

11(36.7)

13(30.7)

regular

14(46.6)

21(50.0)

25 >

16(53.3)

31(73.8)

25 <

14(46.6)

11(26.2)

7 >

8(26.7)

24(57.1)

7 <

22(73.3)

18(42.9)

13 >

22(73.3)

23(54.8)

13 <

8(26.7)

19(45.2)

0.038*

0.009*

0.053

4. 논의
본 연구는 장시간 운전 및 다양한 스트레스로 타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택시기사를 대
상으로 생활행태와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생
활행태 변화를 위한 요인파악을 위해 실시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남성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종교 등의 일반적 특성보다는 직무스트레스나 음주 및
흡연 등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이 대부분이라 알려져 있다[‘15-18]. 본 연구대상인 택시운전기사
들은 기존 연구에서 타 직종에 비해 흡연, 음주 및 비만율이 높아 심뇌혈관질환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어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예방프로그램 또한 개발되었다[13]. 하지만, 기존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원한 대상자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고혈압 유병
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운전 및 고정된
자세 유지 등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비만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
을 하고 있다는 대상자 60명(83.3%)을 심층 면담하여 그 행태를 분석해 보니 일주일 3회 이상 1일
1시간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5명(6.9%)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장시간 운전하는 직장인을 위한 실제
활용 가능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및 보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들 역시 고혈압 유병율과 수면시간이 높은 관련성
을 나타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48분이며 2017년 발표된 OECD 국가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한국이 7시간 41분으로 최하위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본 연구 결과 택시 운전기사들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6
시간 18분으로 장시간의 운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및 지
속적인 피로감 호소와 고혈압의 유병율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최수정 등의 연구
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고혈압 유명률은 28.9%에 달하며 6시간 수면집단과 8시간 수면집단은
유병위험교차비가 2.16으로 높게 나타났다[19]. 박은옥의 연구에서도 고혈압 유병율 21.8% 중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는 40.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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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많은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등의 집단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0]. 즉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생활행태 요인들이 고혈압에 독립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요인들을 교정하
는 것이 고혈압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종합병원에 내원한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적 특성과 생활
습관을 알아보고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
였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규칙적인 운동 습관과 낮은 흡연률을 나타내었다. 고혈압
군의 각각의 요소에서 HDL-cholesterol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혈당 및 평균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수면시간의 부족이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는 고혈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생활행태의 교정이 고혈압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생활행태를 교정하기 위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운전기사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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