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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교통사고는 계부처의 지속 인 노력으로 꾸 히 감소하고 있다.그

러나 여 히 OECD국가 최상 권 수 으로 많은 감소가 요구된다.

그 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체사고의 70%를 과

하여 이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그러나 교통사고와 련된 연구는

부분 인 요인이 아닌 도로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진행된 연구이며 이를

통해 교통사교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본 연구는 인 요인과

도로환경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고요인을 분석한다.특히 한국도로공

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자료에 따르면 졸음운 과 방주시

태만과 같이 운 지속시간의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가 교통사고의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교통

사고와의 계를 악한다. 한 속도도 사고와 높은 계가 있다고 나

타나지만 선행연구는 집계수 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평균

통행속도만을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연구가 부분이다.하지

만 본 연구는 카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과속차량비율과 속도의 표

편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운 지속시간을 고려

한 운 피로도 지표와 과속차량 비율,속도의 표 편차와 사고율과의

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고 도로환경요인을 포함한 다 회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

단순회귀분석결과 운 피로도 지표와 과속차량비율은 사고율을 설명

하는데 비교 단일변수임을 고려했을 때 높은 설명력을 보인 반면 속도

의 표 편차는 사고율과의 계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Stepwise를 통해 변수를 선택한 다 회귀분석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선택된 변수가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운 피로도 지표가



선택된 반면 과속차량비율은 모두 선택되지 않았으며 이는 다 공선성과

이분산성의 문제로 인해 변수가 선택되지 않았다. 한 분석구간 체를

상으로 한 다 회귀분석에서도 과속차량비율은 선택되지 않았다.따라

서 운 피로도 지표가 다 공선성의 문제를 가지지 않는 사고를 설명하

는 가장 요한 변수임을 보여 다.

본 연구는 혼잡상황과 비혼잡상황에서 느끼는 운 자의 운 피로도가

다르며 이에 사고율에 향을 미치는 운 지속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이

를 고려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하지만 기존에 운 지속시간이 사고율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증명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고속도로 교통사고,Navigation Data,운 피로도 지표

(FDR),과속차량비율(SVR),다 회귀분석

◆학번 :2013-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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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교통량의 지속 인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교통혼잡비용과 같이 정상속도 이하로 발생되는 시간가치의 손실

과 환경에 미치는 손실은 지속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은 도로선형의 개선 자동차안 기술

의 발 으로 크게 어들었다. 한 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이기 종합 책’을 수립하여 지속 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4년 교통사

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하지만 도로교통

공단에서 제공하는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4」를 살펴보면

2012년 사고건수는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많은 4 를 기록하 으며

자동차 1만 당 사고건수는 99건으로 터키에 이어 2 를 차지하 다.

이러한 높은 사고건수는 교통사고감소를 한 지속 인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 히 교통사고를 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보여 다.

사고를 이기 한 목 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교통사고

와 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첫 번째로 상에 따라 나

수 있는데 연속류와 단속류가 이에 해당하며 이와 유사하게 지 과

구간으로 나 수 있다.두 번째는 연구의 목 에 따른 분류이다.사고

측과 사고요인분석,심각도 분류가 이에 해당한다.마지막으로 사고요인

을 분류할 수 있는데 사고요인은 크게 도로환경요인과 인 요인,차량요

인으로 구분된다. 와 같이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는

자료의 획득이 쉬운 도로환경요인과 련된 변수들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그 로 기하구조인 종단선형과 평면구배,곡선반경 등과 환경요인에

속하는 교통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속도로 교통사고자료를 살펴보면 과속과 졸

음, 방주시태만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 다.기하구조나 시설



- 2 -

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상

으로 많지 않다.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도로환경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과속과 졸음, 방주

시태만 등의 인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특히 고속도로

의 경우 기타도로에 비해 단조로운 기하구조와 주행환경으로 인해 운

조작이 단순하며 이와 같은 반복 인 작업은 피로도를 증가시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주 ,2009).이러한 피로도가 고속도로

사고와 높은 계를 가질 것으로 단되지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단일

변수로 설명이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운 지속시간에 따른 운 피

로도와 과속차량,속도의 표 편차와 기존 연구에서 고려한 도로환경요

인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사고율과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범

본 연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자료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내비게이션의 경우 2014년의 자

료를 활용하 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공간 범 로 설

정하여 연구를 운 지속시간과 사고와의 계를 분석하 다.

1.시간 범

본 연구는 2014년 1년간의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반면 고속도로교통사고자료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8월까지의

자료가 제공된다.사고율과 통행패턴을 일치시키기 해 2014년 1년간의

내비게이션 자료가 필요하지만 8개월간의 자료로 사고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교통사고자료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자료

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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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 범

본 연구는 운 지속시간이라는 변수와 고속도로교통사고와의 계를

분석하기 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천IC-목포IC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잠원IC- 락IC의 두 노선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운 지

속시간이라는 변수를 명확하게 악하기 해서 노선의 길이와 장거리통

행의 비율이 요하며 이를 종합 으로 고려하 을 때 경부고속도로 잠

원IC- 락IC구간과 서해안고속도로 천IC-목포IC가 가장 합한 구간

이다. 한 본 연구는 TG(Tollgate)를 포함한 링크는 제외하 다.이는

TG(tollgate)를 포함한 구간이 차로 변경과 같은 사고 험행동이 매우

주로 일어나는 구간이다.따라서 TG(Tollgate)구간의 사고의 원인이 본

선구간과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이유로 터 한 본 연구에서 제외

하 는데 터 의 경우 시인성과 련된 사고가 클 것으로 단되기 때문

에 연구에서 제외하 다.

경부(416km),서해안(340.6km)

<그림 1>연구의 공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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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수행 차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2>와 같은 흐름을 지닌다.1장은 연구의

배경 목 을 설명하고 연구의 시간 배경과 공간 설정한다.

2장은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기존 교통사고요인과 련된 연구를 고찰

하여 연구의 목 방법론을 고찰하고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를 확인하

며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3장은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기존에 고려된 도로환경요인 이외에 운

지속시간을 고려한 운 피로도 지표(FDR :FatiguedDriveRate)와

과속차량비율(SVR :SpeedingVehicleRate)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산출하여 교통사고율과의 계를 악한다. 한 내비게이션자료에서 구

득한 개별통행속도자료를 활용하여 속도표 편차를 확인한다.속도표

편차 한 고속도로교통사고율과의 계를 악한다.

4장의 경우 분석결과와 시사 을 도출한다.상 계분석을 통해 사고

율과 높은 상 계를 지니는 변수를 선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한다.

5장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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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 목

·연구의 범

·연구의 수행과정

선행연구 고찰

·교통사교요인 련 연구 고찰

·피로와 교통사고와의 계

·사고율 지표 설정

연구방법론 정립

·연구의 분석체계

·운 피로도지표의 개념 구축 방법론

·과속차량비율의 개념 구축 방법론

·자료의 구축

·FDR기반 선형회귀 분석

·사고율과의 계분석

분석결과 시사 도출

·구간별 분석결과 도출

·시사

결론 향후연구과제

·결론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그림 2>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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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 교통사고요인 련 연구고찰

교통사고와 련된 연구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연속류와 단속류로 분

류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연속류와 단속류의 경우 사고의 향을 미치

는 요인이 상이하고 단순한 기하구조를 지니는 연속류와 달리 단속류는

신호와 같은 주변 환경요인으로 인해 운 의 집 도가 높아 피로도가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연속류는 한 보행자나 이륜자동차와 같

이 고속주행에 부 합한 교통류로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고의 요인이

크게 다르다.본 연구는 연속류의 교통사고와 인 요인과의 계,특히

피로도와의 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연속류와 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도로환경요인과 인

요인,차량요인이 이에 해당한다.<표 1>은 이주 (2009)에서 제시한 사

고요인을 분류한 표이다.도로환경요인의 경우 도로의 기하구조,교통환경

요인,기타환경요인이 해당된다.도로환경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고

려되는 요인이다.도로의 환경과 련된 요인의 경우 종단선형과 평면선

형,곡선반경,구간길이,차로폭,차로수 등이 포함된다.교통환경요인은

차량혼입률이나 교통량 등이 포함된다.기타환경요인의 경우 일반 으

로 날씨나 기후,주변의 토지이용 등이 포함된다.반면 인 요인의 경우

성별과 연령과 같은 신체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심리

요소와 생리학 요소는 경우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부분의 연구에

서 고려되지 못하 다.

고속도로교통사고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졸음운 과 과속이 사고

의 큰 비 을 차지하는데 이를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백승걸

등(2005)은 통행길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이는 통행길이가

길어지면 피로도가 증가하여 운 조작능력이 떨어져 졸음운 과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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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운 상태로 정의하 다. 한 정은비 등(2011)은 속도를 고려하여

사고율을 측하는 모형을 제시하 는데 이때 속도의 표 편차를 이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하지만 속도의 측면으로 사고를 고려하면 표 편

차보다 과속과 련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 인 추정이 가능할 것

으로 단된다.

교통사고요인 세부요소 특징 내용

인 요인
심리 요소

통행유발동기
업무,사회 활동,

여가 등 교통목

기상황

처능력

운 기술,감정요소,

상황 처능력

신체 요소 신체 감각 시각,청각,반응시간

차량요인 차량사고요인

제동,조명,주행,

조향장치고장,

타이어펑크,기타

도로환경요인

도로환경요소 도로 기하구조

도로종류,형태,구조,

선형,횡단면,

도로안 시설

교통환경요소 차량간의 상 성
교통량, 형차량

혼입률,규제

기타환경요소 운 외부환경
기후,날씨,노면상태,

주변토지이용

<표 1>교통사고 요인 분류

출처 :고속도로 사고 험구간 사 측 로그램 개발 용,정 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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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선행연구 도로환경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과거부터 꾸

히 진행되어왔다.교통사고와 련된 연구의 경우 연속류와 단속류를 구

분하여 진행한다고 제시하 는데 이에 따라 변수의 선택이 달라진다.도

로환경요인의 경우 교통량과 속도는 연속류와 단속류의 구분 없이 주로

선택되는 변수이다.기하구조의 경우 연속류는 단속류와 달리 종단선형

과 평면선형,곡선반경 등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고려되었다.

해외문헌을 살펴보면 Shankaretal.(1995)의 연구는 기하구조와 날씨

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 다.제한속도와 곡선반경,차종,월평

균강수량과 사고건수를 변수로 두었으며 음이항회귀모형을 사용하 으며

제한속도별 곡선반경과 날씨가 사고에 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Leeetal.(2008)의 연구는 사고의 크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사

고의 크기는 사고와 련된 차량수, 손된 차량수,사상자수 등으로 제

시하 다.기하구조상태,운 자특징,차량유형과 같은 요인은 교통사고

크기와 련 있다.기하구조의 경우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선택되었으

며,연령과 성별이 인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한 환경요인의 경우 날씨

와 노면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 다고 밝

혔다.연구에서는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계를 악하기 하여 구조방

정식을 채택하 다.분석결과 도로요인,운 자요인,환경요인은 사고의

크기와 강하게 련되어있다.

Hj́aretal.(2000)의 연구는 사고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차량,환

경,운 자와 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Oñaetal.(2013)의 연구는 지방부 고속도로의 사고 분석을 한 툴로

LatentClassCluster(LCC)가 사용되었다.그리고 베이지안네트워크는

사고심각도와 련된 주요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사용되었다.이러한

클래스기반의 결과는 체 데이터분석의 결과와 비교하 다.사고유형과

시거는 모든 경우에서 주요요인으로 제시하 다.

RatanavarahaandSuangka(2014)의 연구의 목 은 다항로짓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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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고심각도를 측하는 것이다.연구는 변수사이의 통계 인

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 다.변수들은 평균속도,도로구간,평균교통량,

시간,날씨,사고지역의 물리 특징,사고원인 등을 고려하 다.주요한

결과는 속도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심각도에 큰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제시하 다.

Çeliketal.(2014)의 연구는 단속류를 상으로 사고의 심각도를 분석

하는 연구이다.연구에서는 사고의 심각도를 fatal,injury,no-injury로

구분하 고,다항로짓모형을 수행하여 교통사고 심각도의 험 요인을

분석하 다.운 자요인인 연령과 도로환경요인인 차종,속도,날씨,사고

발생시각,신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분석결

과 녁피크시간 에 맑은 날씨,지방도로,교통신호등 심각한 사고의 가

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용택 등(2000)의 연구는 사고의 계

요인을 고려한 사고의 시간-공간 반복성을 검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이다.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가을과 여름 겨울의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고속도로교통사고자료와 교통량

자료,기후자료를 이용하여 고속도로교통사고의 계 성유무를 연구한 결

과 겨울군집은 사상자수와 사고건수가 낮은 반면 사고의 치명도는 높게

나타났다.반면 여름군집은 사상자수와 사고건수가 높지만 사고의 치명

도는 낮게 나타났음을 제시하 다.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 요인과 도

로환경요인,차량요인을 복합 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이 발생하

다.

성별과 연령 외에 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통행길이를 고려한 연구

가 백승걸 등(2005)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기존 고속도로교통사고 연구가

다루었던 기하구조와 날씨 주·야구분 등 환경요인을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연구는 고속도로를 상으로 TG(Tollgate)간 O/D교통량

을 이용하여 링크통행시간을 구하 다.PAR(잠재사고비율)을 제시하

는데 이는 체교통량에 한 부주의한 운 상태로 통과하는 교통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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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여기서,

 부주 한운전상태 통과하는 통량

  전체 통량

PAR(잠재사고비율)를 고려한 연구는 실제 사고율을 비교 잘 설명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상진 등(2007)의 연구에서 기존연구의 한계를 지 하면서 새로운 사

고 측모형을 제시하 다.기존 방법론의 한계는 다 공선성이 발생하는

변수를 제거할 경우 요한 변수의 락될 수 있음을 지 하 으며 각

변수들과 사고율 사이의 인과 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고 측모형인 Hauer(2004)의 모형을 제시하 으며 AADT와

사고건수의 계를 그림으로 확인하여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

형식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모형을 최우추정법을 통

해 추정하 고 국고속도로사망사고 자료와 교통량자료를 활용하 다.

기하구조와 련된 변수 즉,곡선반경과 편경사,종단곡선구배,평면곡선

길이 종단곡선길이와 차로수를 변수로 설정하 다.종단구배와

AADT는 사고 측에 있어 높은 합도를 가지지만 곡선반경은 직

인 련을 보이지 못하 음을 지 하 다.

이주연 등(2008)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하 다.변수는 도로환경요인과 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 으며 인 요

인 연령을 고려하 다.심각도 분류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방정식을

방법론으로 선택하 는데 내생변수를 사고심각도로 설정하 으며 사고처

리시간과 차량 손 수,사망자수와 부상자수,사고차량수 등이 이에 해

당된다.외생변수의 경우 평면선형과 종단구배 등이 포함되며 연령뿐 아

니라 환경요인 즉,노면상태와 날씨,주·야 구분 등을 고려하 다.연구

에서 도로의 선형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수록 사고의 심각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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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는데 이는 운 자가 주의를 기울여 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

이라고 제시하 다.

원민수 등(2009)은 사고심각도에 한 연구를 하 다.순서형 로빗

모형을 사용하 으며 교통량과 속도 이외에 평면선형과 종단선형과 같은

기하구조를 고려하 다.사고의 심각도는 과속과 차량결함,교통량과 곡

선반경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연구는 한 차 차사고와 차 사람 사

고 한 심각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하여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을 두

었다.하지만 사고의 심각도는 과속이 가장 큰 향을 다고 제시하

다.

황경성 등(2010)의 연구는 사고발생건수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지 의 기하구조를 고려하는 것보다 연속된

기하구조의 변화가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본다.기하구조를 연속성

이 반 될 수 있도록 동질한 구간으로 분할하고,분할된 구간에서의 다

양한 기하구조 조건과 사고와의 계를 규명하 다.분석결과 곡선반경

이 커질수록 사고는 감소하고 직선길이가 길어질수록 사고는 증가한다.

한 직선부의 내리막길과 복합경사는 사고율을 증가시킨다.과속카메라

의 경우 설치 치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는데 직선구간에 설치하면 사고

감소의 효과가 크며,합류부와 분류가 이루어지는 곡선구간은 사고가 증

가함을 보 다.

문승라 등(2012)은 음이항 회귀모형과 포아송분포를 방법론으로 설정

하여 고속도로 본선의 사고 측모형을 구축하 다.종속변수는 사고건수

와 사상자발생건수로 하 다.사고모형은 구간길이,일교통량,버스비율,

곡선구간의 수가 유의한 변수로 추정되었고 사상자발생모형에서는 구간

길이와 일교통량,버스비율이 유의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박민호(2014)의 연구 한 사고건수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는 도로요인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평면선형과

곡선반경은 변수에서 제외하 다.반면 길어깨를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 는데 이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왼쪽 길어

깨폭은 기 미만일 경우 사고발생 확률이 증가,오른쪽 길어깨폭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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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킬 경우 사고 감소가 최 다. 한 차로수는 기 차로수 미

만의 구간에서 사고발생에 한 효과가 탄력 이며,기 미만의 평면곡

선 반지름에서는 사고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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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 연구방법

`

도로환경요인 인 요인 차량요인

교

통

량

속

도

주

야

구

분

날

씨

종

단

선

형

평

면

선

형

노

면

상

태

곡

선

반

경

차

로

폭

차

로

수

구

간

길

이

성

별

연

령
차종

1 이주연 외(2008) 구조방정식 ○ ○ ○ ○ ○ ○

2 원민수 외(2009)
순서형

로빗모형
○ ○ ○ ○

3 이혜령 외(2011) 수량화이론 ○ ○ ○ ○ ○

4 Abellánetal.(2013) Decesiontree ○ ○ ○ ○ ○ ○

5 Çeliketal.(2014) 다항로짓모형 ○ ○ ○ ○ ○

6
Ratanavarahaet

al.(2014)
다항로짓모형 ○ ○ ○ ○ ○ ○ ○

계 2 3 5 3 4 4 2 1 1 1 3 4

<표 2>사고심각도 분석 선행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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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 연구방법

도로환경요인 인 요인 차량요인

교

통

량

속

도

주

야

구

분

날

씨

종

단

선

형

평

면

선

형

노

면

상

태

곡

선

반

경

차

로

폭

차

로

수

구

간

길

이

성

별

연

령
차종

1 Shankeretal.(1995) 음이항분포 ○ ○ ○ ○

2
Resende,

Benekohal(1997)

다 선형회귀

모형
○ ○

3 Kononov,Allery(2004) 음이항분포 ○

4 Lordetal.(2005) 음이항분포 ○

5 Hijaretal.(2000) 로짓모형 ○ ○ ○

6 황경성 외(2010) 회귀모형 ○ ○ ○ ○

7 문승라 외(2012)
포아송분포

음이항분포
○ ○ ○ ○

8 박민호 외(2014) 음이항 분포 ○ ○ ○ ○

계 6 1 1 1 1 1 3 1 3 1 2 2

<표 3>사고건수 사고율 선행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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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피로와 교통사고와의 계

피로의 정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정신 ·육체 활동으로 인해

작업수행능력이 하된 상태라고 해석 할 수 있다.운 의 경우 신체활

동이 많지 않지만 정신활동이 많으며 도로표지와 같은 외부의 자극들이

지속 으로 주입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 피로가 높은 활동으로

볼 수 있다.U.S DepartmentofTransportation FederalHighway

Administration의 보고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반 이상이 운 피

로도와 련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의 고속도로 안 진

단은 이러한 생리학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Rogeetal.(2003)은 운 피로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 인 방법인 리

커테스트(FlickerTest)로 운 시간과 피로도의 계를 연구하 는데 고

속도로와 같이 단조로운 주행환경을 주행하는 시뮬 이션 결과 주행시작

후 30분 이후 주변상황에 한 민감도가 떨어짐을 보 다.김선웅(2003)

의 연구에서도 주행 피로도를 리커테스트(Flicker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 다.연구에서 피로도는 60분에서 90분부터 격히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 다. 한 백승걸 등(2005)은 고속도로에서 2시간 이상의 운 행

는 정신 ·신체 피로감을 야기하며 고속도로는 도시가로,국도 등보

다 단조로운 기하구조와 상 으로 변화가 은 주 환경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부주의한 운 으로 사고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운 시간이 길수록 사고의 험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백

승걸 등(2005)의 연구 이외에 도로공사와 한국운수산업 회연구원은 운

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 휴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보험 회에 따르

면 일반도로에서 5시간이상,고속도로에서 2시간 이상 운 할 경우 피로

감이 증한다고 제시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운 지속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된 운 자를 사고 험이 높은 운 자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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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교통사고율 지표

교통사고의 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사용하거나 사망자수를 사용하 다.선행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노출도

지표는 사고와 직 는 간 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고를 발생시

킬 수 있는 기회의 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사고율은 인구 당 사고율과 자동차등록 수 당 사고율,도로연장 당 사

고율 등이 있다.

인구 당 사고율은 행정구역별 사고율을 비교하기에 합하다.이는 지

역별로 자료수집이 용이하여 거시 교통사고율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

된다.하지만 인구 당 사고율의 문제 은 업무지구와 같이 상주인구가

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고의 노출빈도가 높아 비교 높게 산정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식 2)

여기서,

  지역 당 통사고

  지역 통사고건수

  지역 수

자동차등록 수 당 사고율의 경우 인구 당 교통사고율과 유사하다.

하지만 자동차등록 수가 많다고 하여 통행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의 근성의 차이가 있고 혼잡과 련된 이유로

교통의 이용률이 높은 경우도 존재하며 정확한 노출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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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역 동차등 수당 통사고

  지역 통사고건수

  지역 동차등 수

도로연장 당 사고율의 경우 도로의 안 성을 비교하는데 합하다.

하지만 도로연장 당 사고율은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율

지표로써 한계가 있다.

 


(식 4)

여기서,

  지역 도 연 당 통사고

  지역 통사고건수

  지역 도 연 

사고노출지표는 인구당사고율이나 자동차등록 수당사고율과 같이

지역을 상으로 설정한 사고율이 있는 반면 도로연장당사고율과 같이

구간을 상으로 설정한 사고율이 존재한다.본 연구는 고속도로구간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도로연장당사고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으나 교통량이 사고의 큰 향을미치기 때문에 교통량을 고려한

사고율인 (식 5)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


× (식 5)

여기서,

 사고 만 당·

사고건수건년
  연평균 통량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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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시사 본 연구의 기여도

고속도로교통사고와 련된 연구는 부분 교통량과 기하구조를 고려

하 다.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자료를 살펴보면

70%이상이 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이다.그 과속과 졸음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기존 연구는 과속과 졸음과 련된 변

수를 고려한 연구는 미비했다.

기존 연구 통행길이와 교통량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백

승걸 등(2005)은 통행길이와 교통량을 변수로 설정하여 사고율과 계가

있음 제시하 다.연구는 고속도로 TG(TollGate)유출·입 자료를 활용하

여 진행하 다.하지만 고속도로 TG(TollGate)유출·입 자료는 고속도로

내의 통행시간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까지의 시간을 고려

하지 못한 단 이 있다.따라서 고속도로 진입까지의 시간을 도시권

40분,지방부는 30분까지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본 연구는 내비게

이션자료를 활용하여 운 지속시간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발

지에서 목 지까지 즉,통행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운 지속시간

을 기존 연구에 비해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다.따라서 운 지속시간

과 고속도로 교통사고와의 계를 분석하는데 보다 합리 인 결과를 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한다.

한 기존연구에서 변수로 설정한 속도는 링크의 평균속도이다.하지

만 개별차량의 속도가 아닌 집계속도의 경우 개별차량의 과속여부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사고와 련된 연구는 개별 차량의 자

료가 더 유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내비게이션자료의 경우 개별차

량의 속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링크의 과속비율과 속도의 표 편

차와 같이 사고와 직 인 련이 변수가 연구에 고려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운 지속시간과 개별

차량의 통행속도를 활용한 과속비율을 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의 요인을 합리 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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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론 정립

제1 연구의 분석체계

본 연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설명하지 못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

구를 진행한다.고속도로교통사고자료를 살펴보면 과속과 방수지태만,

졸음운 등이 사고의 높은 비 을 차지한다.사고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도로환경요인 노면잡물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노면 잡물을 제

외하면 도로환경의 요인에 속하는 주 사고원인 연간 100건 이상의 사

고건수를 기록한 원인은 없다.한편 운 자 요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주시태만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 다.주시태만은 운 피로도가 증

가함에 따라 집 력이 감소되어 발생되는 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졸음

도 주시태만과 같이 운 시간과 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차량요인

의 경우 제동장치결함,타이어 손,차량결함 기타 등이 포함되는데 운

자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비해 상 으로 많지 않다.따라서 교

통사고 자료 데이터를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운 피로도와

련된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운 피로도와 과속차

량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한 정은비

등(2011)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속도의 표 편차가 클수록 사고

의 발생 험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구간별 속도의 표 편차

와 사고율과의 계를 악한다.즉,운 지속시간에 따른 사고율을 악

하기 한 운 피로도 지표(FDR:FatiguedDriverRate)와 과속차량비

율(SVR:SpeedingVehicleRate),속도표 편차를 사고율과 개별 인

계를 악한다. 한 운 피로도 지표(FDR)과 과속차량비율(SVR),속도

표 편차와 도로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를

진행한다.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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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료의 구축

·시간 범 :2014년1월 〜 2014년 8월

·공간 범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

↓

종속변수(교통사고율)산정

·교통사고율 산정 :링크별 길이,교통량,사고건수를 사용

↓

내비게이션자료의 구축

·내비게이션 자료 :개별차량의 궤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시간 거리

속도 Profile

↓

고속도로 교통사고 평가지표 산정

·운 피로도 지표,과속차량비율,속도편차

↓

사고율과의 계 분석

·단순회귀분석을 통한 변수와 사고율과의 계 악

↓

다 회귀모형

·도로환경요인을 포함한 다 회귀분석

↓

분석

·분석 결과해석

<그림 3>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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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방법론

1.운 피로도 지표(FDR)의 개념 구축 방법론

운 피로도 지표(FDR,FatiguedDriverRate)는 고속도로의 한 링크

에서 운 부주의 상태로 운 하는 차량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운

부주의 상태란 운 지속시간이 임계시간을 과하여 운 수행능력이

격히 감소하고 사고가능성을 격히 높아지는 시 을 과한 상태이다.

임계운 시간의 경우 연구마다 차이는 존재한다.Rogeetal(2003)의 경

우 30분부터 주변 상황에 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리커테스트

(Flickertest)를 통해 증명하 다.하지만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식 없이 운 시간을 2시간 이상 지속 할 경우 사고의 험도가

증하며 국내외 련기 들 한 2시간 이상 운 을 지속할 경우 휴식

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2시간을 사고의 향을

미치는 임계운 시간으로 설정하 다.

기존 백승걸 등(2005)의 연구는 잠재사고비율(PAR)을 제시하 다.이

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OD교통량을 이용하여 산출된 지표로 TCS자료의

경우 개별교통량이 분석링크까지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을 추정하는데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심과 지방의 진입시간을 각각 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따라서 운 시간을 명확하게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반면

운 피로도 지표(FDR)을 구축하기 해서 내비게이션 자료의 가공이 필

요하다.내비게이션을 작동한 시 을 기 ,내비게이션 작동을 멈춘 시

을 종 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간에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 으로 운행을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며

백승걸 등(2005)에서 가정한 분석링크의 진입시간을 실측값으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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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여기서,

  운전피 도지
  운전지 시간 분차량 통량

  계운전시간

내비게이션 자료는 운 지속시간뿐만 아니라 주행거리도 제공한다.본

연구는 운 지속시간을 활용하여 운 자피로도 지표를 구축하 다.주행

거리 한 운 자피로도 지표를 설정하는데 좋은 자료이지만 거리를 이

용하여 FDR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잡한 상황을 고려하 기 때문이

다.혼잡한 상황의 경우 운 지속시간이 늘어 피로도를 높이지만 운

거리는 이와 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하는데

운 지속시간에 비해 합리 인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 4>운 피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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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속차량비율(SVR)의 개념 구축 방법론

고속도로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사고원인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방주시태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하 다.하

지만 기존 사고와 련된 연구 속도를 고려한 연구는 부분 평균통

행속도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이는 개별차량의

속도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반면 내비게이션 자료는 운 지속

시간과 운행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차량의 통행속도를 제공한

다.내비게이션 자료의 경우 링크의 진출입시간과 구간길이의 자료를 통

해 통행속도를 악하는데 이를 토 로 각 링크별 속도 profile자료를

구축하 다.내비게이션자료를 통해 획득한 속도 profile자료를 통해 과

속차량비율(SVR,SpeedingVehicleRate)을 악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분의 구간에서 110km/h의 제한속도로 설정하고 있다.임계운 시간과

유사하게 과속차량의 비율을 도출하기 해서 사고를 증시키는 임계속

도가 필요하다.제한속도를 과속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김용석 등

(2005)은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10km/h에서 20km/h정도 낮게 설정되

어 있음을 주장하 다.따라서 제한속도를 과하는 교통류라 하여도 사

고와 직 인 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따라서 본 연

구는 과속의 정의를 120km/h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요인을 분석하기 해 과속차량의 비율은 다음

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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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

여기서,

  과 차량비 지
  차량 도가  통량

  계 도

한편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향을 미치는 속도요인은 과속뿐만 아니

라 속도의 표 편차도 존재한다.속도의 표 편차 한 집계자료로는 구

할 수 없는 값이다.국내 속도의 표 편차와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계

에 한 연구는 정은비 등(2011)이 있었다.정은비 등(2011)은 DSRC자

료를 사용하여 속도의 표 편차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속도의

표 편차가 사고와 련이 있음을 제시하 다.본 연구는 따라서 속도의

표 편차와 도로환경요인, 운 피로도 지표(FDR)와 과속차량비율

(SVR)을 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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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 회귀분석

본 연구는 운 피로도 지표(FDR)과 과속차량비율(SVR),속도표 편

차 도로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다 회귀모형을 통해 사고율과 변수 간

계를 악한다.모형을 추정하기 해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변수선

정은 진선택(Forward Selection)과 후진제거(Backward Elimination),

단계 선택(StepwiseSelection)을 활용하여 선정한다. 진선택은 고려

된 독립변수 설명력이 높은 순서 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설명

력이 유의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후진제거는 진선택과 반 로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으로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할 때까지 변수를 제거하는 방

법이다.본 연구는 단계 선택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단계

선택법은 진선택과 유사하나 이미 선택된 변수가 새로운 변수가 새로

운 변수가 추가되면서 설명력이 낮아지면 이를 제거하고 유의성검토를

다시 하는 방법이다.본 연구는 통계분석에 보편 으로 활용되는 SPSS

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다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앞서 다 회귀모형의 가정을 살펴보아야 한

다.다 회귀모형의 가장 요한 가정은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어야하는 것이다.즉 독립변수 간 상 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독립변수 간 상 계가 높으면 모형이 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이는

다 회귀모형의 매우 흔한 문제로 모형을 구축함에 앞서 반드시 다 공

선성에 한 진단을 해야 한다.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첫 번째,

의 값은 매우 높지만 회귀계수가 음의 값이 나오는 경우이다.두 번

째,독립변수를 모형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가 크게

변하는 경우 등이 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 공선성을 진단하여야

하는데 일반 으로 분산팽창인자(VIF:varianceinflationfactor)를 사용

한다.분산팽창인자는 각 변수의  가장 큰 값이 5에서 10을 넘으

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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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

다 회귀모형은 다 공선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오차항의 등분산

성도 함께 고려해야한다.오차항의 등분산성이란 종속변수가 변함에 따

라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의미다.만약 오차항이 독립변수를 이루

지 않는다면 즉,이분산성을 보이면 회귀모형이 합하지 않음을 의미하

며 일반 으로 산 도를 직 확인한다.이를 해결하기 해서 종속변수

를 2차함수의 형태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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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분석

제1 자료의 구축

본 연구는 GPS기반 CarNavigation자료를 사용하여 운 자요인 교통

사고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한다.내비게이션 자료는 개별 차량에 부

착된 차량의 이동경로를 표 노드링크체계의 이동궤 과 맵매칭하여 사

용한다.원자료는 5개의 컬럼을 가진다.첫 번째는 Auto_key로 단말기의

ID를 의미하며 두 번째로 link_time이며 이는 수집시간을 의미한다.세

번째는 From_link네 번째는 to_link로 각각 진입링크번호와 진출링크번

호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speed가 출력된다.

<그림 5>내비게이션 자료 수집체계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14년 1년간의 내비게이션 자료이다.이를

활용하여 차량의 각 링크를 통과할 때의 주행자료 즉,운 지속시간과

주행거리를 구축하 다.개별차량의 속도정보도 구축하여 과속차량의 비

율과 속도의 표 편차를 구하 다.운 지속시간은 1분단 로 500분까지

설정하 으며 속도 Profile은 1km/h에서 150km/h로 설정하여 자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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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다.<그림 5>는 분석구간별로 산출된 운 지속시간의 를 보여

데이터로 속도자료도 <그림 5>와 같은 형태로 출력된다.

링크ID 링크교통량
운 지속시간

1 2 3 4 … 500

43470021801 13187.89 8752 2216 3189 347 … 0

43471005101 12928.15 1802 48 4 2 … 2

43471389401 11590.92 13 3792 120 15 … 5

43471389801 11611.1 12 1702 164 92 … 2

<그림 6>출력된 분석구간별 운 지속시간의

한 선행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TG(TollGate)를 포함하는 구간

과 터 구간은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본선구간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TG구간과 터 구간을 제외하고 자료를 구축하 다.

분석을 진행하기 이 에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한다.종속변수는 일

반 으로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부상자수 등을 이용하지만 본 연구는 교

통량과 분석구간의 길이를 고려한 사고율로 연구를 진행한다.종속변수

인 사고율과 연구에서 고려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사고율 63 0.0082 0.2235 0.1025 0.0538

교통량 63 3231.0 29214.9 12506.3 6032.7

차로수 63 2.00 5.00 3.14 0.82

FDR 63 0.0388 0.5582 0.2140 0.1591

SVR(120km/h) 63 0.0012 0.2732 0.0677 0.0688

SVR(130km/h) 63 0.0003 0.1209 0.0199 0.2480

속도표 편차 63 12.8637 24.2408 16.5330 2.2704

평균속도 63 71.1 107.1 93.8 7.7

구간길이 63 1.2 28.2 8.8 5.5

<표 4>변수별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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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고율과 변수의 계 분석

교통사고와 FDR과의 계,교통사고와 SVR의 계뿐만 아니라 내비

게이션 자료를 통해 확보한 구간 별 속도표 편차와의 계를 확인한다.

한 기존 연구에서 연구한 도로환경요인과 교통사고와의 계를 분석하

는데 도로환경요인 선행연구에서 가장 보편 으로 쓰이는 교통량과의

계를 분석하며,차로수와 분석구간의 길이도 분석한다.기존 연구는 종

단선형과 평면선형,곡선반경 한 연구에 포함하 다.하지만 이러한 기

하구조자료는 링크에 한 분석이 아닌 특정 지 에 한 분석을 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율과의 분석에 앞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기하

구조와 교통량에 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여 구한 사고율은

<표 4>에서 <표 5>과 같다.사고율의 경우 분석구간의 기 과 종 에

서 낮게 나타난다.이는 기종 인 수도권과 남부도시권에서 지역 간 통

행이 아닌 지역 내 통행의 비율이 높아 혼잡으로 인해 과속차량이 많지

않고 운 피로도 한 높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이라고 단된

다.반면 분석구간의 간지 인 부권의 경우 통과교통류의 비율이 높

고 도시권의 비해 혼잡이 덜 발생한다.따라서 부지방은 이러한 이

유로 통행속도가 높고 지역 간 통행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운 지속시간

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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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간 사고율 NO 구간 사고율

1 신갈JC-수원신갈IC 0.04 21 김천JC-구미IC 0.12

2 수원신갈IC-기흥IC 0.07 22 구미IC-남구미IC 0.12

3 기흥동탄IC-동탄JC 0.05 23 남구미IC-왜 IC 0.12

4 동탄JC-오산IC 0.02 24 칠곡물류IC- 호JC 0.11

5 오산IC-안성JC 0.03 25 호JC-북 구IC 0.14

6 안성JC-안성IC 0.03 26 북 구IC-도동JC 0.10

7 안성IC-북천안IC 0.05 27 도동JC-동 구JC 0.09

8 북천안IC-천안IC 0.08 28 동 구JC-경산IC 0.14

9 천안IC-천안JC 0.05 29 경산IC- 천IC 0.18

10 천안JC-목천IC 0.05 30 천IC-건천IC 0.21

11 목천IC-청주IC 0.10 31 건천IC-경주IC 0.22

12 청주IC-남이JC 0.07 32 경주IC-언양JC 0.17

13 남이JC-청주JC 0.08 33 언양JC-서울산IC 0.09

14 청주JC-남청주IC 0.07 34 서울산IC-통도사IC 0.05

15 남청주IC-신탄진IC 0.08 35 통도사IC-양산IC 0.08

16 신탄진IC-회덕JC 0.08 36 양산IC-양산JC 0.10

17 회덕JC- IC 0.06 37 양산JC-노포IC 0.07

18 추풍령IC-김천IC 0.14 38 락IC-구서IC 0.03

19 김천IC-동김천IC 0.20

20 동김천IC-김천JC 0.20

<표 5>경부고속도로 구간 별 사고율

NO 구간 사고율 NO 구간 사고율

1 천IC-일직JC 0.02 14 홍성IC- 천IC 0.08

2 일직JC- 명역IC 0.06 15 천IC- 천IC 0.14

3 명역IC-목감IC 0.01 16 천IC-무창포IC 0.08

4 목감IC-조남JC 0.06 17 서천IC-동서천JC 0.15

5 매송IC-비 IC 0.10 18 동군산IC-서김제IC 0.14

6 비 IC-발안IC 0.06 19 서김제IC-부안IC 0.17

7 발안IC-서평택JC 0.09 20 부안IC- 포IC 0.22

8 서평택JC-서평택IC 0.06 21 포IC-선운산IC 0.17

9 서평택IC-송악IC 0.10 22 선운산IC-고창IC 0.13

10 송악IC-당진IC 0.10 23 고창IC-고창JC 0.18

11 당진IC-당진JC 0.09 24 고창JC- IC 0.14

12 당진JC-서산IC 0.13 25 함평JC-무안IC 0.09

13 해미IC-홍성IC 0.10

<표 6>서해안고속도로 구간 별 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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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율(AR)과 운 피로도 지표(FDR)와의 계

사고율(AR)과 운 피로도 지표(FDR)와의 계를 확인하기 해 해당

구간별 FDR을 산정하여야 한다.FDR산정식인 (식 6)통해 산정하 다.

산정된 FDR은 <표 6>,<표 7>과 같다.분석결과 운 피로도 지표

(FDR)는 사고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 다.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사고

율과 운 피로도 지표(FDR)모두 가장 낮은 편에 속하 다.

NO. 구간 FDR NO. 구간 FDR

1 신갈JC-수원신갈IC 0.06 21 김천JC-구미IC 0.29

2 수원신갈IC-기흥IC 0.06 22 구미IC-남구미IC 0.51

3 기흥동탄IC-동탄JC 0.06 23 남구미IC-왜 IC 0.51

4 동탄JC-오산IC 0.06 24 칠곡물류IC- 호JC 0.46

5 오산IC-안성JC 0.09 25 호JC-북 구IC 0.34

6 안성JC-안성IC 0.07 26 북 구IC-도동JC 0.31

7 안성IC-북천안IC 0.08 27 도동JC-동 구JC 0.26

8 북천안IC-천안IC 0.10 28 동 구JC-경산IC 0.24

9 천안IC-천안JC 0.11 29 경산IC- 천IC 0.29

10 천안JC-목천IC 0.10 30 천IC-건천IC 0.35

11 목천IC-청주IC 0.11 31 건천IC-경주IC 0.34

12 청주IC-남이JC 0.16 32 경주IC-언양JC 0.24

13 남이JC-청주JC 0.16 33 언양JC-서울산IC 0.09

14 청주JC-남청주IC 0.19 34 서울산IC-통도사IC 0.08

15 남청주IC-신탄진IC 0.18 35 통도사IC-양산IC 0.08

16 신탄진IC-회덕JC 0.19 36 양산IC-양산JC 0.06

17 회덕JC- IC 0.17 37 양산JC-노포IC 0.10

18 추풍령IC-김천IC 0.24 38 락IC-구서IC 0.09

19 김천IC-동김천IC 0.31

20 동김천IC-김천JC 0.29

<표 7>경부고속도로 구간 별 운 피로도(F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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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간 FDR NO. 구간 FDR

1 천IC-일직JC 0.04 14 홍성IC- 천IC 0.19

2 일직JC- 명역IC 0.04 15 천IC- 천IC 0.27

3 명역IC-목감IC 0.04 16 천IC-무창포IC 0.29

4 목감IC-조남JC 0.11 17 서천IC-동서천JC 0.38

5 매송IC-비 IC 0.05 18 동군산IC-서김제IC 0.49

6 비 IC-발안IC 0.05 19 서김제IC-부안IC 0.51

7 발안IC-서평택JC 0.06 20 부안IC- 포IC 0.53

8 서평택JC-서평택IC 0.07 21 포IC-선운산IC 0.53

9 서평택IC-송악IC 0.08 22 선운산IC-고창IC 0.50

10 송악IC-당진IC 0.09 23 고창IC-고창JC 0.50

11 당진IC-당진JC 0.11 24 고창JC- IC 0.56

12 당진JC-서산IC 0.14 25 함평JC-무안IC 0.24

13 해미IC-홍성IC 0.17

<표 8>서해안고속도로 구간 별 운 피로도(FDR)

1)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경부고속도로의 사고율과 FDR의 계 산 도는 <그림 7>과 같

다.사고율과 운 피로도 지표(FDR)은 기 과 종 부근은 모두 낮은 반

면 동IC구간부터 언양JC구간까지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단순회귀분

석을 통해 운 피로도 지표(FDR)와 사고율의 계를 분석한 결과 은

0.4704임을 보 다.사고율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 FDR의 는 단일변수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한 산 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분산성의 문제는 없다고 단된다.다 회귀분석을 해

서 상 분석을 하여야하는데 이는 4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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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구간 사고율과 FDR 계 산 도

2)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의 경우 사고율은 경부고속도로와 유사하게

기 과 종 에서 상 으로 높지 않았으며 서천IC부근부터 사고율이

증가하 다.FDR은 차 증가하여 사고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 다.단

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0.6526으로 경부고속도로의인

0.4704보다 높게 나왔으며 도로환경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를 고려하 을

때 설명력이 높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 이분산성의 문제도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서해안고속도로 서울-목포구간 사고율과 FDR 계 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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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율(AR)과 과속차량비율(SVR)의 계

과속차량비율(SVR)은 (식 7)의 방법으로 구하 다.산정결과 과속차량비

율(SVR)은 운 피로도 지표(SVR)와 유사하다.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모두 분석구간의 기 과 종 과 종 이 상 으로 낮음을 보

다.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은 경기권에서 과속차량비율

(SVR)은 0.0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과속차량비율(SVR)은

경부고속도로가 0.13,서해안고속도로가 0.10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과속비

율이 더 높았다.

NO. 구간 SVR NO. 구간 SVR

1 신갈JC-수원신갈IC 0.06 20 동김천IC-김천JC 0.29

2 수원신갈IC-기흥IC 0.06 21 김천JC-구미IC 0.12

3 기흥동탄IC-동탄JC 0.06 22 구미IC-남구미IC 0.12

4 동탄JC-오산IC 0.06 23 남구미IC-왜 IC 0.12

5 오산IC-안성JC 0.09 24 칠곡물류IC- 호JC 0.11

6 안성JC-안성IC 0.07 25 호JC-북 구IC 0.14

7 안성IC-북천안IC 0.08 26 북 구IC-도동JC 0.10

8 북천안IC-천안IC 0.10 27 도동JC-동 구JC 0.09

9 천안IC-천안JC 0.11 28 동 구JC-경산IC 0.14

10 천안JC-목천IC 0.10 29 경산IC- 천IC 0.18

11 목천IC-청주IC 0.11 30 천IC-건천IC 0.21

12 청주IC-남이JC 0.16 31 건천IC-경주IC 0.22

13 남이JC-청주JC 0.16 32 경주IC-언양JC 0.17

14 청주JC-남청주IC 0.19 33 언양JC-서울산IC 0.09

15 남청주IC-신탄진IC 0.18 34 서울산IC-통도사IC 0.05

16 신탄진IC-회덕JC 0.19 35 통도사IC-양산IC 0.08

17 회덕JC- IC 0.17 36 양산IC-양산JC 0.10

18 추풍령IC-김천IC 0.24 37 양산JC-노포IC 0.07

19 김천IC-동김천IC 0.31 38 락IC-구서IC 0.03

<표 9>경부고속도로 구간 별 과속차량비율(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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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간 SVR NO. 구간 SVR

1 천IC-일직JC 0.00 14 홍성IC- 천IC 0.17

2 일직JC- 명역IC 0.01 15 천IC- 천IC 0.17

3 명역IC-목감IC 0.01 16 천IC-무창포IC 0.16

4 목감IC-조남JC 0.01 17 서천IC-동서천JC 0.16

5 매송IC-비 IC 0.04 18 동군산IC-서김제IC 0.18

6 비 IC-발안IC 0.03 19 서김제IC-부안IC 0.22

7 발안IC-서평택JC 0.04 20 부안IC- 포IC 0.20

8 서평택JC-서평택IC 0.03 21 포IC-선운산IC 0.19

9 서평택IC-송악IC 0.00 22 선운산IC-고창IC 0.16

10 송악IC-당진IC 0.05 23 고창IC-고창JC 0.14

11 당진IC-당진JC 0.11 24 고창JC- IC 0.27

12 당진JC-서산IC 0.15 25 함평JC-무안IC 0.03

13 해미IC-홍성IC 0.12

<표 10>서해안고속도로 구간 별 과속차량비율(SVR)

1)경부고속도로

과속차량비율(SVR)과 사고율의 패턴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경부고

속도로의 경우 단순회귀모형으로 를 추정한 결과 0.2587로 분석되었

으며 상 계수는 0.51로 사고율과 높은 상 계를 지니지만 산 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분산성의 문제 즉,사고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9>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구간 사고율과 SVR 계 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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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더욱 유사한 패턴과 설

명력을 보이고 있다.경부고속도로에 비하여 사고율과의 패턴이 유사하

고 의 값은 0.545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 다.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

한 사고율의 변화에 따라 오차가 커져 이분산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단된다.

<그림 10>서해안고속도로 서울-목포구간 사고율과 SVR 계 산 도

3.사고율(AR)과 속도표 편차와의 계

속도의 표 편차는 운 피로도 지표(FDR)나 과속차량비율(SVR)과 비

교하여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움이 있었다.사고율과는 무 하게 과속

차량비율(SVR)이나 평균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은 표 편차도 상승함을

보여 다.따라서 속도표 편차는 사고율보다 교통량과 련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다만 사고율은 기 과 종 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속도표 편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기 과 종 에서 감소함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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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간
표

편차
NO. 구간

표

편차

1 신갈JC-수원신갈IC 18.22 20 동김천IC-김천JC 19.96

2 수원신갈IC-기흥IC 16.59 21 김천JC-구미IC 21.94

3 기흥동탄IC-동탄JC 16.34 22 구미IC-남구미IC 15.49

4 동탄JC-오산IC 15.12 23 남구미IC-왜 IC 17.00

5 오산IC-안성JC 14.56 24 칠곡물류IC- 호JC 15.63

6 안성JC-안성IC 17.67 25 호JC-북 구IC 14.43

7 안성IC-북천안IC 14.59 26 북 구IC-도동JC 16.91

8 북천안IC-천안IC 16.28 27 도동JC-동 구JC 17.72

9 천안IC-천안JC 13.55 28 동 구JC-경산IC 15.54

10 천안JC-목천IC 15.10 29 경산IC- 천IC 17.61

11 목천IC-청주IC 14.96 30 천IC-건천IC 14.72

12 청주IC-남이JC 16.30 31 건천IC-경주IC 15.17

13 남이JC-청주JC 12.88 32 경주IC-언양JC 13.94

14 청주JC-남청주IC 12.86 33 언양JC-서울산IC 15.25

15 남청주IC-신탄진IC 14.48 34 서울산IC-통도사IC 14.78

16 신탄진IC-회덕JC 15.32 35 통도사IC-양산IC 13.99

17 회덕JC- IC 15.14 36 양산IC-양산JC 18.37

18 추풍령IC-김천IC 20.34 37 양산JC-노포IC 15.41

19 김천IC-동김천IC 17.50 38 락IC-구서IC 16.46

<표 11>경부고속도로 구간 별 속도표 편차

NO. 구간
표

편차
NO. 구간 SVR

1 천IC-일직JC 14.53 14 홍성IC- 천IC 17.91

2 일직JC- 명역IC 17.47 15 천IC- 천IC 17.26

3 명역IC-목감IC 16.99 16 천IC-무창포IC 17.37

4 목감IC-조남JC 22.14 17 서천IC-동서천JC 17.94

5 매송IC-비 IC 16.32 18 동군산IC-서김제IC 18.62

6 비 IC-발안IC 15.09 19 서김제IC-부안IC 19.18

7 발안IC-서평택JC 14.75 20 부안IC- 포IC 19.04

8 서평택JC-서평택IC 15.37 21 포IC-선운산IC 18.42

9 서평택IC-송악IC 14.79 22 선운산IC-고창IC 24.24

10 송악IC-당진IC 16.05 23 고창IC-고창JC 19.04

11 당진IC-당진JC 16.97 24 고창JC- IC 19.79

12 당진JC-서산IC 14.93 25 함평JC-무안IC 13.19

13 해미IC-홍성IC 16.02

<표 12>서해안고속도로 구간 별 속도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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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사고율과 속도표 편차의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

지 않았다.는 0.0493으로 속도의 표 편차를 활용하여 사고율을 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높은 를 보이는 운 피로도

지표(FDR)에 비해 산 도의 분포가 선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이분산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단되는 경부고속도로의 과속차량비

율(SVR)를 고려하여도 단일변수로 사고율과의 계를 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구간 사고율과 속도표 편차 계 산 도

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한 사고율과 속도편차의 특정한 패턴은 보이지 않

는다. 는 0.1469로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지만 다른

변수를 고려하면 속도편차를 고속도로사고율을 측하는 단일변수로 사

용함에는 무리가 있다.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하여 표본의 수가 부족하지

만 서해안고속도로의 운 피로도 지표(FDR)과 과속차량비율(SVR)의 산

도에 비해 특정한 패턴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 속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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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인 교통량과 평균속도,과속차량비율(SVR)과

높은 상 계를 가지며 이는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교통량과

평균속도,과속차량비율과 함께 고려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12>서해안고속도로 서울-목포구간 사고율과 속도표 편차 계 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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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변수 간 상 계 분석

본 연구의 운 지속시간을 고려한 운 피로도 지표(FDR)와 과속차량

비율(SVR)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요인을 분석한다.산출된

운 피로도 지표(FDR)와 과속차량의 비율(SVR)은 사고율과 단순회귀분

석 결과 이 설명력이 우수하게 도출되었다.반면 속도의 표 편차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율과의 패턴의 유의하지 않았고  한 사고율을 설

명하기 어려운 수 이라 할 수 있다.사고율과 변수 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사고율에 각 변수가 미치는 향을 악하 지만 교통사고는 단일

변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 회귀분석을 통해 사고율에 향을 미치

는 변수를 악하고자 한다.

변수 운 피로도 지표(FDR)는 120분 이상 운 을 지속한 경우 사

고가 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반면 과속차

량비율(SVR)을 선정함에 있어 사고와 향이 있는 속도는 찾기 어려웠

다.그 이유는 고속도로 기하구조에 따라 사고에 향을 주는 속도는 많

은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사고에 향을 미치는 속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속차량의 비율을 120km/h와

130km/h을 넘는 차량의 비율로 나 어 분석하 다. 한 교통량의 경우

분석구간의 체 교통량( /일)보다 차로 당 교통량( /일/차로)이 사고

와의 계를 분석하는데 합리 이라고 단된다.이는 방주시태만이나

정거와 계있는 요인은 차로 당 교통량( /일/차로)이기 때문이다.

상 계를 분석한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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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율

FDR(

120분

이상)

SVR

(120k

m/h)

SVR(

130k

m/h)

교통

량(

/일/

차로)

평균

속도

length

(km)
lanes

표

편차(

평일)

사고율
상관계수 1 .730 .580 .517 -.696 .597 .490 -.424 .30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14

FDR
상관계수 .730 1 .673 .662 -.617 .599 .328 -.386 .42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9 .002 .000

SVR
(120km/h)

상관계수 .580 .673 1 .948 -.704 .781 .341 -.654 .62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6 .000 .000

SVR
(130km/h)

상관계수 .517 .662 .948 1 -.664 .693 .304 -.577 .682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15 .000 .000

교통량
(/일/차로)

상관계수 -.696 -.617 -.704 -.664 1 -.773 -.420 .575 -.30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16

평균속도
상관계수 .597 .599 .781 .693 -.773 1 .478 -.550 .23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5

length(km)
상관계수 .490 .328 .341 .304 -.420 .478 1 -.305 -.005

유의확률 .000 .009 .006 .015 .001 .000 　 .015 .966

lanes
상관계수 -.424 -.386 -.654 -.577 .575 -.550 -.305 1 -.263

유의확률 .001 .002 .000 .000 .000 .000 .015 　 .037

표 편차
상관계수 .308 .428 .626 .682 -.301 .234 -.005 -.263 1

유의확률 .014 .000 .000 .000 .016 .065 .966 .037 　

<표 13>상 계분석 테이블

상 분석의 분석은 피어슨 상 계(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과 스피어만의 순 상 (Spearman’srankcorrelation)을 사용

하는데 스피어만의 경우 서열척도에 주로 사용하여 본 연구는 피어슨 상

계를 통해 변수 간 상 계를 악한다.피어슨의 상 계수는 –1

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과 가까울수록 상 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고와 가장 높은 상 계를 지닌 변수는 운 피로도 지표(FDR)로

0.73의 양의 상 계수가 산정되었다.즉 운 피로도 지표(FDR)가 증가할

수록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교통량( /일/차로)를

살펴보면 운 피로도 지표(FDR)를 제외하면 가장 한 상 계를 지

니는 변수로 상 계수가 –0.696으로 산출되었다.교통량은 음의 상

계를 지니며 교통량( /일/차로)이 감소할수록 사고율이 증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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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이는 사고율을 산출할 때 사고건수를 교통량과 구간 길이

로 나 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한 교통량 증감에 따라 운 조

작의 빈도는 달라지는데 이는 졸음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반

면 평균속도는 양의 상 계를 지니며 0.597의 상 계수가 산출되었다.

연구에서 제시한 과속차량비율(SVR)의 경우 120km/h로 과속차량을 선

정한 변수가 130km/h로 과속차량을 선정한 변수에 비해 높은 상 계수

를 보여 다.따라서 120km/h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상으로 과속

차량의 비율(SVR)을 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반면 표 편차의 경우 사고율과의 상 계수가 0.308로 변수 가장

낮게 나타났다.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의 값과 상 계수를 고

려하 을 때 표 편차를 통해 사고율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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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운 피로도 지표 기반 다 회귀분석

1.교통사고율 추정모형 결과

교통사고율 추정모형은 단계 선정법(Stepwiseselection)을 통해 변수

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한 모형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

속도로를 분류하여서 분석을 진행하 고 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

속도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모형을 추정하 다.

1)경부고속도로 추정모형

모형   수정된  
추정값의

표 오차
F

유의확

률

1 0.725 0.700 0.029592 29.845462 0.000

<표 14>경부고속도로 분석결과

모형 모형식  

1       0.725

<표 15>경부고속도로 모형식

련변수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VIF

(상수) 0.101 .021 4.810 .000 　

교통량 -0.000004 .000 -4.322 .000 1.292

FDR 0.181 .042 4.318 .000 1.243

length(km) 0.002 .001 2.485 .018 1.143

<표 16>경부고속도로 계수 V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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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는  가 0.725로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이 추정되었다.변수

가 추가되면  가 높아지는 경향을 악하기 해 수정된  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된   한 0.7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 다.경부고속도로는 운 피로

도 지표(FDR)가 변수에 포함되었으며 과속차량비율(SVR)은 제외되었다.반면

교통량과 구간길이가 변수에 포함되었는데 교통량과 과속차량비율(SVR)과 달

리 교통량과 운 피로도 지표(FDR)의 경우 상 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

며 이는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한 다 공선성을 검하

기 해 VIF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VIF 한 다 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

음을 보 다.단 교통량은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사고율은 교통

량이 어들수록 커짐을 의미한다.이는 교통량이 어들 때 즉,혼잡이 발생하

지 않을 때 운 자의 운 피로도가 증가하여 사고율을 높이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3>경부고속도로 사고율의 실측값과 측값

모형의 측값과 실측값의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를 악하기 한 평균

백분율오차(MAPE)와 평균 오차(MAE)는 각각 30.116와 0.023가 산출되었

다.평균백분율오차(MAPE)는 낮을수록,평균 오차(MAE)는 0에 가까

울수록 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은 것을 의미했을 때 서해안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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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추정모형의 경우 독립변수가 1개만 선택된 경우를 고려하면 높은

측을 보임을 뜻한다.

2)서해안고속도로 추정모형

모형   수정된  
추정값의

표 오차
F

유의확

률

1 0.653 0.637 0.031548 43.200375 0.000

<표 17>서해안고속도로 분석결과

모형 모형식  

1     0.653

<표 18>서해안고속도로 모형식

련변수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VIF

(상수) 0.058 .009 3.3357 .001　
FDR 0.217 .038 5.155 .000 1.866

<표 19>서해안고속도로의 계수 VIF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모두 운 피로도 지표(FDR)가 변

수에 포함되었지만 과속차량의 비율(SVR)은 제외되었다.운 피로도 지표

(FDR)가 과속차량의 비율(SVR)보다 사고율과 측하는데 합리 인 변수임

을 나타낸다.과속차량비율(SVR)의 경우 사고율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함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분산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모형을 단계 선정법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서해안고속도로의

추정모형은 운 피로도 지표(FDR)만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값이 0.653

으로 산정되었다.경부고속도로에서 선택된 변수인 교통량과 구간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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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서 제외되었다.이는 교통량이 특정구간을 제외하고 경부고속도로

에 비해 어 혼잡이 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운 피로도 지표(FDR)이

사고율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단된다.

모형의 측값과 실측값의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지 단하기 해 평

균 백분율오차(MAPE)와 평균 오차(MAE)를 산출한 결과 평균백

분율오차(MAPE)는 56.019,평균 오차(MAE)는 0.025로 나타났다.

<그림 14>서해안고속도로 사고율의 실측값과 측값

3) 체 분석구간 추정모형

모형   수정된  
추정값의

표 오차
F

유의확

률

1 .663 .646 0.031972 38.775 0.000

<표 20> 체구간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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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식  

1         0.663

<표 21> 체구간의 모형식

련변수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VIF

(상수) .088 .019 4.579 .000 　
FDR .157 .033 4.806 .000 1.628

교통량 -0.0000029 .000 -3.242 .002 1.765
length(km) .002 .001 2.416 .019 1.226

<표 22> 체구간의 계수 VIF

분석구간 체를 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의 값은 0.663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값이 나왔다.선택된 변수는 운 피로도 지표(FDR)와 교통량,구간길이

로 과속차량비율(SVR)은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이 포함되

지 않았다.과속차량비율은 다 공선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단되는

데 교통량과 평균속도는 과속차량비율(SVR)과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수에서 제외되었다고 단된다. 한 과속차량비율

(SVR)은 등분산성의 가정을 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간길이를 살

펴보면 구간길이가 길어질수록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회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구간길이가 길어질수록 IC와 IC간 유입차량 유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빙과 같은 사고유발행동이 어드는 것을 의

미한다.이는 단조로운 주행환경으로 인해 피로도가 올라가며 집 력이

떨어지는 생기는 상이라고 단된다.

모형의 평가를 한 평균 백분율오차(MAPE)는 31.588,평균

오차(MAE)는 0.024로 산출되었다.



- 50 -

<그림 15>분석구간 체 사고율의 실측값과 측값

과속차량비율(SVR)은 이분산성의 문제로 제외되었는데 이를 해결하

는 간단한 방법은 종속변수에 ln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이를 통해 추정

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수정된  
추정값의

표 오차
F

유의확

률

1 .558 .544 0.43459 37.944 0.000

<표 23> 체구간의 분석결과(ln)

모형 모형식  

2      0.558

<표 24> 체구간의 모형식(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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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변수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VIF

(상수) -6.026 .793 -7.599 .000 　

FDR 1.730 .433 3.991 .000 1.1560

평균속도 .034 .009 3.808 .000 1.1560

<표 25> 체구간의 계수 VIF(ln)

모형은 운 피로도 지표(FDR)와 평균속도가 변수로 선택되었으며  

은 0.558로 ln을 취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낮은 설명력을 보인다.과속차

량비율(SVR)은 제외되었지만 이와 상 계가 높은 평균속도가 선정되

었다. 한 교통량도 평균속도와 높은 상 계를 지니기 때문에 변수에

서 제외되었다.

분석구간 체에서 과속차량비율(SVR)을 포함한 모형을 제시하여 이

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분석하려한다.과속차량비율은 교통량과

다 공선성의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으며,종속변수에 ln을 취한 경우에

도 평균속도와 다 공선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이분산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단계 선정법(Stepwise)을 통한 다

회귀분석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체구간에서 변수인 운 피로도 지표

(FDR)과 교통량,구간길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교통량을 제외

하고 과속차량비율(SVR)의 변수를 선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수정된  
추정값의

표 오차
F

유의확

률

3 .609 .589 .034458 30.649 0.000

<표 26> 체구간의 분석결과(SVR포함)

모형 모형식  

2       .609

<표 27> 체구간의 모형식(SVR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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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변수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VIF

(상수) .032 .009 3.557 .001 　

FDR .194 .038 5.155 .000 1.866

SVR .080 .087 .918 .362 1.885
length(km) .003 .001 3.062 .003 1.154

<표 28> 체구간의 계수 VIF(SVR포함)

과속차량비율(SVR)을 포함한 모형의  는 0.609로 교통량 포함한 모

형에 비해 낮은 설명력을 보이며 평균 백분율오차(MAPE)는 37.432,

평균 오차(MAE)는 0.028로 산출되었다.따라서 체구간을 상으로

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속차량비율(SVR)에 비해 교통량을 포함

한 모형이 사고율을 설명하는데 합함을 보여 다.

<그림 16>분석구간 체(SVR)사고율의 실측값과 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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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향후 연구과제

제1 결론

본 연구는 운 지속시간을 고려한 운 피로도 지표(FDR)와 과속차

량비율(SVR)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와의 계를 악하 다.기존 연구에

서 고려한 도로환경요인 외에 인 요인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요인을 분석

하 다.사고의 향을 미치는 생리학 지표라 할 수 있는 운 피로도

지표(FDR)와 과속차량비율을 산출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운 피로도

지표와 과속차량비율은 개별차량의 통행행태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야 산출이 가능하다.연구에서 사용한 내비게이션자료의 경우 개별차량

의 운 지속시간과 운행거리,링크의 통과속도 등을 알 수 있어 연구에

필요한 변수의 산출이 가능했다. 한 고속도로교통사고데이터를 활용하

여 사고율을 악하 다.이러한 변수와 도로환경요인의 변수를 복합

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 피로도 지표가 교통사고율과의

계를 악하는데 가장 주요한 변수임이 통계 으로 증명되었다.반면

과속차량의 비율(SVR)은 단순회귀모형에서 높은 설명력을 보여 사고율

을 설명하는데 주요할 것이라고 단하 으나 다 회귀모형에서 다 공

선성의 문제로 도로환경요인 큰 향을 미치는 변수인 교통량과 함께

고려할 수 없었으며 도로환경요인 상 계가 높은 구간길이로 모형

을 구축하 다.반면 속도 표 편차를 활용하여 사고율을 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단순회귀분석결과 

한 높지 않음을 보 다.이는 도심부의 경우 혼잡이 지방부에 비해 많은

데 혼잡이 사고의 향을 미치는 속도편차를 산출하는데 향이 있으며

이는 사고율과의 계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속도 표 편

차를 고려하여 사고와의 계를 악할 경우 혼잡이 일어나지 지방부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 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도로환경요인을 살펴보면 교통량이 사고와 가장 큰 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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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인다.하지만 교통량을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과속차량비율

(SVR)과 다 공선성의 문제로 동시에 고려할 수 없어 구간길이와 같은

환경요인을 고려하 다.도로환경요인은 교통량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변수를 찾기는 어려웠다.따라서 교통량과 함께 운 피로도 지표(FDR)

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율과 큰 련이 있는 변수로 결과가 분석되었다.

제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고속도로 교통사고율과 련이 있는 환경변수 기존 연구

에서 주로 쓰인 도로의 기하구조 즉,종단선형과 평면선형,곡선반경 등

이 포함하지 못하 다.본 연구의 링크단 의 분석을 수행하며 링크 내

다수의 기하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운 피로도 지표(FDR)와

과속차량비율(SVR)을 활용하여 지 의 사고율 측 는 사고심각도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기존 선행연구에서 운 시 사고에 향을 주는 임계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부분 2시간임을 제시하 다.반면 과속차량의 비율

(SVR)을 변수로 활용하기 해 과속에 한 정의가 필요하 다.하지만

사고에 향을 미치는 속도에 한 연구는 미비하 다.본 연구는 김용

석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를 참고하여 120km/h이상으로 주행

하는 차량을 과속차량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120km/h이 사고에 향을 미치는 속도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운 피로도 지표(FDR)의 경우 내비게이션 자료의 1년 간 개

별교통량을 활용하여 분석하 는데 운 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도는 혼

잡상황과 비혼잡상황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본 연구는 혼잡과

비혼잡의 구분 없이 운 피로도 지표(FDR)을 산정하 다.따라서 혼잡

과 비혼잡을 고려한 운 피로도 지표(FDR)을 산정하면 보다 합리 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55 -

참 고 문 헌

경찰청(2015),「교통사고통계」

김선웅(2003),“생리신호를 이용한 운 자 피로감 평가 방법 개발”,「한국자동차공학회

2003년 춘계학술 회논문집」,32:1208-1212.

김용석·조원범(2005), “도로 설계속도, 주행속도, 제한속도의 계 분석 연구”,

「 한교통학회지」,23(7):35-42.

문승라(2011),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상자수 측모형 개발,서울 학교 환경 학원

박사학 논문.

문승라·이 인·이수범(2012), “고속도로 본선에서의 교통사고 측모형 개발”,

「 한교통학회지」,30(2):101-116

박민호·노 섭·김종민(2014),“기하구조의 비동질성을 고려한 교통사고와의 계 :

고속도로 본선구간을 심으로”,「 한교통학회지」,32(2):170-178.

백승걸·장 호·강정규(2005),“통행량과 교통길이를 고려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측

연구”,「 한교통학회지」,23(2):95-105

원민수·이겨라·오철·강경우(2009),“고속도로 심각도 측 모형의 활용방안에 한

연구(서해안고속도로를 심으로)”,「 한교통학회지」 27(4):167-173

윤일수·박성호·윤정은·최진 ·한음(2012),“유입·유출특성을 고려한 고속도로 연결로의

교통사고 심각도 측모형”,「한국도로학회지」 14(5):101-111

이용택·김양지·김 ·임강원(2000),“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계 성 검증과 요인분석”,

「 한교통학회지」 18(5):7-16

이주연·정진 ·손 수(2008),“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 분석”,

「 한교통학회지」 26(2):17-24

이주 (2009),고속도로에서 운 피로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학 논문

이진걸(2014),법인택시운 자의 운 지속시간에 따른 감·가속 행태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학 논문

이혜정· 기정·손승녀(2011),“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 등 별 요인분석에 한 연구”,

「한국도로학회논문집」 13(3):157-165

정래엽(2014),“휴게소 설치가 교통사고 방에 미치는 효과 –졸음쉼터를 심으로-”,

서울 학교 행정 학원 석사학 논문



- 56 -

정은비·오철(2011), “속도를 이용한 고속도로 구간의 사고율 측 모형”,

「 한교통학회지」 29(4):103-111

한상진(2007),“우리나라의 시도별 교통사고 특성분석”,「환경논총」 46:211-220

한상진·김근정·오순미(2007), “ 통 사고 측모형의 한계 개선방안”,

「한국도로학회지」10(1):19-29

황경성·최재성·이상엽·허태 ·조원범·김용석,“차량 속도를 이용한 도로 구간분할에

따른 고속도로 사고빈도 모형 개발 연구”,「 한교통학회지」 28(2):151-159



- 57 -

Abellán,J.Lopez,G.deOñab,J.(2013),“Analysisoftrafficaccidentseverityusing

DecisionRulesviaDecisionTrees”,ExpertSystemswithApplications,40(15):

6047–6054.

Çelik,A K.,Oktayb,E.(2014),“A multinomiallogitanalysisofriskfactors

influencing road traffic injury severities in the Erzurum and Kars

ProvincesofTurkey”,AccidentAnalysis&Prevention,71,66-77
Hj́ar,M.,Carrillo,C., Flores,M.Anaya,R.Lopez,V.(2000),“Risk factorsin

highway traffic accidents: a case control study”,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32(5):707-709

Kononov,H.,Allery,B K.(2004),“ExplicitConsideration ofSafety in

TransportationPlanningandProjectScoping”,Transportationresearchrecord
LeeJ.Y.,ChungJ.H.,SonB.S.(2008),“AnalysisoftrafficaccidentsizeforKorean

highway using structuralequation models”,AccidentAnalysis& Prevention,

40(6):1955-1963
Lord, D., Manar, A., Vizioli, A.(2005), “Modeling crash-flow-density and

crash-flow-V/C ratio relationships forruraland urban freeway segments”,
AccidentAnalysis&Prevention,37(1),185-199

Oña,J,D.,López,G.,Mujalli,R.,CalvoF,J.(2013),“Analysisoftraffic

accidentsonruralhighwaysusingLatentClassClusteringandBayesian

Networks”,AccidentAnalysis&Prevention,51,1-10

Ratanavaraha,V.,Suangka,S.(2014),“Impactsofaccidentseverityfactorsandloss

valuesofcrashesonexpresswaysinThailand”,IATSSResearch,37(2):130-136

Resende,PTV., benekohal,RF.(1997),“Effects ofroadway section length on

accidentmodeling",Trafficcongestionandtrafficsafetyinthe21stcentury:

Challenges,innovations,andopportunities

Roge ,J.,Pebayle,T,.Hannachi,S,L.,Muzet,A.(2003),“Effectofsleep

deprivationanddrivingdurationontheusefulvisualfieldinyoungerand

oldersubjectsduringsimulatordriving”,Visionresearch43,1465-1472
Sagberg,F.(1999).“Road accidentscaused by driversfalling asleep”Accident

AnalysisandPrevention,31(6),639-649

Shankar,V.,Mannering,F.andBarfield,W.(1995),“Effectofroadwaygeometrics

and environmentalfactors on ruralfreeway accidentfrequencies”,Accident

Analysis&Prevention



Abstract

AstudyoftrafficaccidentfactorinHighway

Consideringtraveltime

Advisedby

Prof.Lee,YoungIn

Submittedby

Yoon,MyeongHwan

February,2016

DepartmentofEnvironmentalPlanning

GraduateSchoolofEnvironmentalStudies

SeoulNationalUniversity



Abstract

Traffic accidents have steadily decreased with the efforts ofthe

relevant ministries.However,accident decrease is stillrequired

becauseofthehighestclassamongtheOECD Countries.Accidents

causedbyhumanfactorsexceed70%,sothe researchabouthuman

factors is required.But most of the researches focus on the

environmentfactorsanditisdifficulttoanalyzethecauseoftraffic

accident.ThisstudyconsidersHumanandenvironmentfactorsatthe

sametime.Themaincauseoftheaccidentsisthefatiguecausedby

thegrowth ofdriving time.Soconsidering thisfactor,thisstudy

graspstherelationshipwithtrafficaccidents.Alsospeedisclosely

relatedtotheaccident,butmostofthestudiesfocusonaverage

speed.So thisstudy can considertheoverspeeding vehicleand

speedstandarddeviationusingCarnavigationdata.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cidentrate and

FDR(FatigueDrivingRate),accidentrateandSVR(SpeedingVehicle

Rate),accidentrate and speed standard using simple regression

analysisandanalyzesrelationshipthroughmultipleregressionanalysis

includingenvironmentfactors.

Asaresult,inconsidereationofsinglevariable,FDRandSVRhave

closerelationship,butspeeddeviationisdifficulttograsprelationship

with the accident rate.On the other hand,multiple regression

analysisusingStepwiseselectsFDRinallsections.HoweverSVRis

notselectedallsectionsbecauseoftheproblem ofmulticollinearity

andheteroscedasticity.SoFDRisakeyvariablethatdosenothave



theproblem ofmulticollinearity.

This study is notconsidering difference in Fatigue caused by

between congestion and non-congestion,So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Howeverthisstudy hassignificancethatdriving timeis

closelyrelatedtotheaccidentscomparedwithoverspeedvehicleand

otherfactors

◆Keywords:HighwayTrafficAccident,NavigationData,

FatiguedDrivingRate(FDR),SpeedingVehicleRate(SVR),

multipleregressionanalysis

◆StudentNumber:2013-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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