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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간 자료를 활용한 교통 사고발생의 추정은 ‘공간효과(spatial

effects)’를 고려해야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교

통사고 데이터가 가산자료라는 특징과 사고모형을 일반선형모형으로 가

정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모형 추정오류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선형모형으로 가산자료 모형인 포아송, 음이

항 모형을 제시하고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 문제에 적합한 자기회귀 모형

인 조건부 자기회귀 베이지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 분석은 2010년

서울시 행정동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각 모형은 동

일한 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총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총 차량

주행거리, 가구당 인구, 교차로개소수, 버스전용차로설치비율, 횡단보도예

고표시설치율, 과속방지턱개소수, 인력단속건수상대적비중도를 독립변수

로 고려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포아송, 음이항, 베이지안 모형 순으로 우도 결정계

수(
)와 MAD 지표 값이 개선되었고 이는 모형의 적합성 부문에서 베이

지안 모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이 우수한 베이지안 모형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변수들의 탄력성을

제시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의 공간적 자기상관성도 검증하였다. 먼저

포아송, 음이항 모형에서는 전역적 공간상관성 지표인 Moran’s I가 유

의하게 나타나, 잔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베

이지안 모형에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인 Moran’s I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과산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미관측 이질성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음이항 모형은

포아송 모형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보이나, 음이항 모형도 잔차의 공간

적 자기상관성 문제를 다루지 못하며 이는 모형의 성능을 약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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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베이지안 모형만이 잔차의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적절히 처리하였고 모형의 성능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탄

력성 측면에서 사고발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가장 탄력적인 변수는 교

차로 개소수로 나타났고, 음의 관계가 있는 변수 중 가장 탄력적인 변수

는 가구당 세대원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베이지안 모형의 조건부 자기회귀 사전분포 요소로

인한 공간 자기상관성 완화로 인해 기존 가산모형인 포아송, 음이항 모

형보다 자료의 공간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공간 자료를

활용한 교통사고 발생 분석 모형으로 비공간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베이지안 모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앞으로도 공간 개념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가산 모형, 공간 데이터, 공간 상관성, 베이지안 모형, 사고

모형, Moran’s I

학 번 : 2018-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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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안전연구에서 한 구간의 기대교통사고건수(expected crashes)를

신뢰성 높게 추정하는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의 선정, 교통안전 개선사

업의 수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신강원, 2010). 즉 우리는 어떠한 공간에서 사고

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유형화하고 이와 유사한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선

해나감으로써 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특히, 공간 자료를

활용한 교통 사고발생의 추정은 ‘공간효과(spatial effects)’를 고려해야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현실을 좀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 회귀모델의 경우 가정을 최소화할수록 모형

이 복잡해진다. 특히 선형 모형의 경우, 그 가정으로 오차항의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일정한 정규분포를 갖는다는 점과 오차항은 자기 상관성이

없다는 점을 만족해야 하는데, 공간개념을 포함한 변수를 활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가정이 위배되곤 한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이 주로 쓰이며 후자의 경우

자기회귀 모형을 통해 접근한다. 본 연구에는 일반화 선형모형으로 포아

송, 음이항 모형과 더불어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회귀 모형을 적용한 조건부 자기회귀 베이지안 모형(Conditional

Autoregressive Bayesian Model)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고모형에 관하여, 강경우(1997)는 최초로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를 연구하였다. 그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통계

적으로 현저한 양(+)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공간자

기상관 관계를 고려한 모형이 전통적인 회귀 모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

하였다. 국외 연구로는 영국에서 비공간적, 공간적 모델을 이용하여

ward 수준의 교통 사상자와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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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나온 결과를 비교하였다(Quddus, 2008). Aguero-Valverde and

Jovanis (2006)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발생한 사고데이터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위계 모형(full Bayes (FB) hierarchical models, 시공간작용 고

려)을 적용하여 기존의 사고 빈도수 추정방법인 음이항 모형과 비교하였

다. FB모형에서 공간적 상관성, 시계열 트랜드, 시-공간 상호작용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경아(2016) 연구는 각 사고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 도시, 도로, 교통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공간계

량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선형 회귀 모형 기반의 공간모형들만 제시하였

다. 신강원(2010)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의지점(1,000개)의 기대교통사

고건수와 관측교통사고건수를 포아송-감마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모의발

생 시켰다. 모의실험결과 한 분석지점의 기대교통사고건수를 경험적 베

이즈 추정방법을 이용해 추정했을 경우의 추정오차가 관측교통사고건수

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항상 작았으며 이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관측교통사고건수 기반 추정방법이 경험적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 개선되

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베이지안 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 행정

동 기준 유형별 교통사고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높임과 동시에 가산데이터를 대

상으로 하는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특성을 파악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단위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에 있어 베이즈 위계모

형을 적용하여 기존 가산 모형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교통사고 발생의

공간관계를 반영하였으며 조건부 자기상관의 사전분포를 이용해 잔차의

공간자기상관성까지 해결한 교통사고 모형을 개발하였고 기존 가산 모형

과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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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일반적으로 지역단위의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에 많이 적용

되는 방법론은 선형회귀모형이다. 선형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첫째, 독립

변수에 따라 구성되는 함수이어야 하고, 둘째, 동일한 독립변수에 대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산출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간개념을 포함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할 경우 자료가 내포하고 있어야 할 이 두 가지

성질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성우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공간개념에 주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

을 고려한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한 단계 진보시켜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는 선형기반의 공간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있지만 (이경아, 2016),

이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이산적인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분석의 신뢰수준 향상을 위해 가산자료

모형(count data model)이 사용되었고, 최근 지역단위 사고모형 공간 분

석에 자주 쓰이고 있는 베이지안 위계모형을 활용하였다.

(2)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으로 한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서

울특별시 전역으로 개별 행정동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경

제지표를 비롯한 자료들은 1년이 기준 생성 시점이고, 교통사고 관련 연

구가 이미 이루어져 자료 구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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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변

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항목을 최

종 선정하였다.

둘째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과 모형비교 지표를 통해 설명변수들을 검토하고 기초 분석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을 도출하였다.

셋째로 공간계량경제 분석 과정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공간적 발생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에 대한 비교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정책

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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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이점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교

통사고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간계량 분석의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공간 상관성 분석

에 필요한 통계적 검증 및 추정방법을 설명한 뒤 본 연구에 활용된 베이

지안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그림1-1>과 같이 본 연구에

활용된 수집 자료와 각 모형에 들어갈 변수 선정에 대해 다루고, 선정된

모형의 추정 결과 및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각 모형을

비교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특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모형이 지니는 의

미를 제시한다.

[그림 1-1] 사고발생 모형 연구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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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교통사고 모형

1. 강경우(1997)

국내 최초로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를 연

구하였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통계적으로 현저한 양(+)의 공간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교통사고분석을 위

해 단위구간별 교통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단위구간별 교통량, IC 유무

및 화물차량비율을 이용하여 공간자기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자기상관 관계를 고려한 모형이 전통적인 회귀 모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2. Miaou et al. (2003)

질병관련 매핑(mapping)에 쓰이던 베이지안 위계모형이 면적 기반

의 교통사고 연구에도 잘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이다. 텍사스의 카

운티 수준 차량 사고 횟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텍사스는 고속도로

발전과 연루된 25개의 지리적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54개의 카운티

들이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구역들은 6개에서 17개의 카운티

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사고 빈도수를 대상으로한 모형의

설명변수로 차량주행거리가 활용되었으며 또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위

험도(risk) 지도를 개발함에도 확장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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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uero-Valverde and Jovanis (2006)

해당 연구는 펜실베니아에서 발생한 사고데이터를 대상으로 베이지

안 위계 모형(full Bayes (FB) hierarchical models, 시공간작용 고려)을

적용하여 기존의 연간 카운티 수준 사고 빈도수 추정방법인 음이항 모형

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공변량은 사회-인구학적, 날씨, 교통 인프라 및

교통량으로부터 야기되는 영향을 포함하였고 베이지안 모형은 대개 음이

항 추정치와 일치함을 보였다. FB모형에서 공간적 상관성, 시계열 트랜

드, 시-공간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 상관성의 존재

를 밝히고 정량화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그 상관성의 효과를 감소시

켰다. 공간적 상관관계를 다루는 것은 도로 구간과 교차로 수준(공간적

상관관계가 뚜렷한 구간)의 사고 모형에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분

석되었다.

4. Quddus (2008)

영국 London 지역의 소규모 행정단위 (ward) 663개를 대상으로 교

통사고 발생간의 자기상관성을 검증하였다. 인접기반 방식의 공간적 상

관성을 고려하여 부상정도에 따른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

형개발에 활용된 변수로는 도로등급별 연장과 인구, 고용자수 등의 사회

경제지표가 활용되었다. 해당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은 ward 수준의 요

인들이 부상정도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

는 점, 그리고 베이지안 위계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비공간적 모형

인 음이항 모형(NB),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그리고 공간오차모형

(SEM)과 비교했을 때 더 일관적(coherent)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해당 연구 가설들은 모두 충족하였으며 다른 모형에 비해 베이지

안 위계모형에서 특히 대부분 동일한 설명 변수 집합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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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ang and Kockelman (2013)

텍사스 주를 대상으로 3년간의 보행자 사고 발생에 관해 연구하였

다. 다양한 토지 이용 및 네트워크, 인구학적 특성들을 고려하였고 상업

용 토지, 보도 밀도, 인구 및 종사자 밀도 등을 고려하였다. 공간자기 상

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포아송 기반의 다변량 조건부 자기회귀 기법이

추정되었으며 베이지안 마르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방법이 사용되었다.

존별 보행거리는 해당 연구에서 노출변수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 포아

송 로그정규분포 다변량 자기회귀 모형은 비공간 포아송 로그정규분포

다변량 모형 및 공간 모형(상호연관 없음) 보다 적합성(fit)과 추론적

(inference)인 측면 모두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6. 이경아 (2016)

서울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수행되었고 분석을 위한 기준모형

으로 일반회귀모형(OLS)을 설정하고 공간적자기상관성 문제 해결을 위

한 대안모형으로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일반공간모형과 국지적 공

간계량모형인 지리적가중회귀분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적절한 노출변수로 VKT를 포함하였고 이외에도 최대로 구득 가능한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종속변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사고형태에

따른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활용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

준모형이 OLS인 관계로 이산형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진 못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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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i et al. (2017)

기존의 거시적인 교통사고 연구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수행되었으나

적절한 지역 단위를 선택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은 이용할 수 없었다는

문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연구는 거시적인 교통사고 모델링을 위한 최적

의 영역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지로는 인구조사 구역

(CT), 주 전체 교통 분석 구역(STAZ), 새로 개발된 교통 관련 죤 시스

템인 교통분석구역(traffic analysis districts, TADs)로 구성되었다. 방법

론적으로는 포아송 로그정규 모형이 쓰였고 공간 자기상관성 고려 유무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ADs 기반의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

해 좋은 성능을 보였고,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모형이 그렇지 않

은 모형들보다 개선되었다. 공간 모형으로는 SAR 모형(Anselin, 2013)과

CAR 모형(Besag, York, & Mollie, 1991)이 주로 채택됨을 언급하였으

나, 해당연구에서는 두 개의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s)로 공간 종속

성(spatial dependence)과 미상관 이질성(uncorrelated heterogeneity)을

설명하는 CAR 모형을 채택하였다.

8. 임채성 (2019)

서울시 행정동 별/주별 교통사고 발생 수에 대한 베이지안 시공간

분석연구이다. 시공간 상관성을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모형, 영과

잉을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크게 나누고 총 12개의 모

형을 제시하였다. 공간 변수로는 행정동별 버스 정류장 수, 교차로 수,

횡단보도 수, 험프 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했고, 시간 변수로는 사고 발생

일의 계절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을 추가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변하

는 값을 가지는 변수로 계절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에 사용

할 변수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 DIC 값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예측력에 대한 척도로 MSPE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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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연구의 다양성과 공간 분석

단위에 따른 설명변수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시사하는 바를 파악할수 있

었다.

국내의 경우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한 교통사고

모형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 기반 연구의 경우 공간분석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베이지안 접근의 공간분석모형은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베이지안 접근을 통한 공간분석방법이 사고 예측모형

에 처음 적용되어(Miaou et al, 2003) 그 이후로 관련 연구들이 발전해왔

다. 모형에서 공간적 상관관계를 다루는 것은 대상지 측면에서 도로 구

간과 교차로 수준 뿐 아니라 소규모 행정단위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

다. 또한, 사고 유형을 구체화하여 보행자 사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존별 보행거리를 노출변수로 활용하였다. 모형

에 포함되는 적절한 노출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Quddus(2008) 연구

에서도 언급된 바 있고 차량주행거리(VKT)를 가장 적절한 노출변수로

꼽았으나 해당 연구에선 활용되지 못하였다. 국내 연구인 이경아(2016)

의 사고모형에서 VKT가 반영되었으나 베이지안 모형은 다루지 않았다.

Cai et al(2017)은 거시적인 교통사고 모델링을 위한 최적의 영역 시스템

을 결정하는 연구를 분석하였고, 공간모형으로 CAR를 채택한 결과 3가

지 영역 중 교통분석구역(traffic analysis districts, TADs)이 다른 모형

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임채성(2019)은 많은 기존 연구들이 과대

산포를 해결하는데 음이항 모형만을 사용하였고, 이는 다른 다양한 모형

과의 비교가 되지 않아 최적의 모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베

이지안 모형들을 제시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 주별 차대사람 중상

이상 교통사고 발생 수는 대부분의 값이 영이므로 베이지안 시공간 영과

잉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변수활용 측면에서 계절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고, 다양하고 적절한 설명변수가

모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Quddus (2008), Cai et al (2017) 등 위의 몇몇 연구들을 제외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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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공간적 접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도시 공간 구조안에서 교

통사고 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검정하거나, 지역 단위의 사고 발생 특성

을 공간적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교통사고

의 공간특성을 반영한 초기 단계의 연구는 대부분 도로축(polyline)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위의 도시교통사고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그 분석단위가 면(polygon)이기 때문에 인접기

반 방식의 공간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둘째, 일반선형모형과는 달리 이산형, 음수 미포함, 무작위성, 그리고

산발적인 사고 데이터의 성격상 잘 어울리는 가산형 모형인 포아송, 음

이항, 베이지안 위계모형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 구별된다. 특히 모형 간

차이점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을 다룰 수 없는 포아송, 음이항 모형과는

달리 무작위 효과 집합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정한 베이

지안 위계 모형을 공간모형으로 제시하면서 가산형 공간모형을 적용하였

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무작위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인 조건부 자기회

귀 모형을 적용하였고 Besag, York and Mollie (BYM) 모형을 참고하였

다.

셋째, 공간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들을 다양

한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베이지안 모형의 성능을 나

타내는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DIC, MAD, pseudo  , RMSE를 제시

하여 기준 모형인 포아송, 과대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이항 모형,

그리고 베이지안 모형을 비교하였다. 또, 변수선정에 있어서도 각 설명변

수들이 모형별로 유의하게 나타나도록 고려했기 때문에 계수들이 서로

비교가능하며 각 모형별 Moran’s I 값과 잔차의 분포결과를 제시해 제안

된 베이지안 모형이 공간자기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들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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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간 데이터를 모형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 및 모형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간상관성 모델링을

위해 많은 통계적인 기법들이 채택되어왔고 그 범위는 지리 통계적 모형

(Biggeri et al., 2006), 자기회귀 모형(Kissling and Carl, 2008), 그리고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MacNab, 2003)에까지 이른다(Lee, 2011).

Lee(2018)에 의하면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

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측정되지 못한 혼란(unmeasured confounding)

으로 인해 미처 회귀모형에서 헤아리지 못한 생략된 요소가 잔차의 공간

구조에 유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웃 효과(neighbourhood effects)라는

것으로, 개인별 행태가 주위 지역의 개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발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룹 효과(grouping effects)가 있는데 이는 비

슷한 행태를 보이는 그룹들이 서로 가까이 사는 것을 선택하면서 발생하

는 효과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

법이 쓰인다. 하나는 횡단면(cross-sectional) 연속 공간 데이터에 적합한

전통적인 기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베이지안 위계 방법으로 0또는 0보다

큰 랜덤 가산 공간 데이터에 적합한 기법이다(Quddus, 2008). 먼저, 전통

적인 계량경제학적 방법에는 <표 3-1>과 같이 공간 자기회귀 모델

(Spatial autoregressive (SAR) model)과 공간 오차 모델(Spatial error

model (SEM))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연속적인 자료 형태에 쓰일 수 있

다. 반면, 베이지안 위계 방법은 <표3-1>과 같이 가산 자료 형태에 쓰이

며 공간자기상관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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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형

공간자기상관 존재 無 공간자기상관 존재 有

연속 회귀
Spatial Lag Model(SAR/SLM)

/ Spatial Error Model(SEM)

가산 포아송/ 음이항
조건부 자기회귀 베이지안 위계

모형(CAR BHM)

<표 3-1> 자료 형태에 따른 사고 예측 모형 분류

공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효과를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이점을 가진다. 첫째,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현장 추정

치가 이웃의 영향력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모형 추정치가

개선된다(Aguero-Valverde and Jovanis, 2008). 둘째, 공간 의존성은 관

심 영역에서 매우 고르게 퍼져있는 미관측 공변량의 대리역할을 할 수

있다(Cressie, 1993).

이러한 공간 의존성을 사고 모형에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 통계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주로 베이지안 계층적 모형이 이러한 분석에 사

용되며 공간적 상관관계가 계층의 두 번째 수준에서 무작위 효과의 집합

을 통해 모델링된다. 이 효과는 대부분 가우스 마르코프 무작위 필드의

특수한 경우인 Besag et al.(1991)이 제안한 고유 조건부 자기회귀

(Intrinsic CAR) 선행 분포에서 도출된다(Rue and Hel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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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간 상관성

(1) 공간계량분석의 이론과 베이지안 추정

Simoes, P., & Natário, I.(2016) 연구에 따르면 공간 계량모형을 구

현하여 공간 영역 간의 관계를 갖는 가중치를 도입함으로써 공간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간 패턴은 공간적 가중치

혹은 연속적인 행렬에 의해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문자 W로 표시되며,

공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베이지안 추정방법의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계량모형은 공간적 측면의 문제들의 해결을 목적으

로 한다. 그 중 두 가지 주된 공간 모형을 꼽으면 전통적인 공간 모형과

베이지안 모형이다. 전통적 공간 모형은 연속적인 데이터에 맞게 설계되

었기 때문에 모형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산데이터의 변형이 요구되

는 반면 베이지안 모형은 가산 데이터에 맞게 설계되었고 여기서 데이터

들은 어떠한 분포라도 가질 수 있는 모델링이 가능하다(대개 포아송 분

포가 쓰인다). 이 베이지안 추론은 시뮬레이션 방식인 마르코프 체인 몬

테카를로(MCMC)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어서 계량경제학 이론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분석 유형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 활용되는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이란 용어는 횡단면데이터와 같이 공간 내에서의 일련의 데이터 관측치

들 간 상관관계 혹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관측치들 간 시계열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총칭한다(Gujarat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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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상관성의 진단

어떠한 공간이든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면 인접한 지역과 어

떻게든 서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ｉ지역의 변수 는 식 (3-1)

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한 지역의 종속변수가 다른

지역의 종속변수에 의해 관계가 규명되는 형태로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

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이성우 등, 2006).

Tobler(1970)의 지리학 제1법칙, 즉 ‘모든 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인접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보다는 더 높은 관

련성을 보인다.’의 의미는 바로 공간종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단, ｉ=1,2, ..., n ｉ≠ｊ (3-1)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일반적으로 공간이 인접함으로써 발생하는 파

급효과(spillover effect) 때문에 발생하거나 자료의 집계 단계에서의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사고관점에서 보면 교통

사고는 이동이 전제되는 현상이며, 이동은 토지이용, 거주지 패턴, 인구

밀도, 도로의 기하구조, 쇼핑센터 위치, 병원 위치 등의 공간 객체의 특

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널리 활용되고 있는 최소자승법

에 의한 OLS 회귀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형에 투입되는 모든 독립변수가 서로 독립

된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어야하기 때문인데,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

재하고 있는 공간자료가 투입되는 모형에는 필연적으로 독립변수 간 서

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 이는 분석 결과 추정에 있어 오차

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1).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를 분석단위로 하

는 연구 모형에서는 현상의 공간 의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 회귀모

1) Anselin, L. (1990). Spatial dependence and spatial structural instability in applied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0(2), 185-207.

Anselin, L.(1992), Space and Applied Econometrics: Introduc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22, pp.307-316.

Anselin, L. (2007). Spatial Regression Analysis in R: A Workbook (pp. 1–141).

Urbana-Champaign, Illinois: Center for Spatially Integrated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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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필요한 것이다.

공간이질성은 특정 모형이 서로 다른 지역에 적용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의미한다(Anselin, 1992). 다시 말하면 공간

이질성은 공간이 종속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뜻하며, ｉ지역의 변수 yi 에 대하여 식 (3-2)와 같은 관계가 성

립된다(이성우 등, 2006).

     (3-2)

이 모형식은 일반 선형회귀식인     와는 달리 일반선형회귀

식의 또 다른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매우 유사한 독립

변수를 가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종속변수의 값을 가지

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공간 자체가 일종의 확률변수(Random

Variable)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간변수의 전역적 공간상관성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 중 가장 널

리 사용되는 통계량은 Moran’s I 통계량이다. 전역적 공간상관성(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이란 분석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특정 변수 값

들이 공간적인 배치에 따라 상호 연관성을 갖는 것을 뜻한다.

Moran’s I 은 공간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척도로, 인접해있

는 공간단위(neighboring spatial unit)들이 갖는 값들의 크기가 공간적으

로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공간단위들이 갖는 값을

비교하여 계수를 산출한다. 즉, 공간단위의 값들이 유사한 존들이 인접하

게 분포되어 있으면 Moran’s I의 값은 1에 가깝게 산출되고, 무작위 패

턴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면서 임의적 분포를 나타

내면 0에 가깝게 산출된다. 또한 –1에 가깝게 산출되면 부(negative)의

공간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며 높거나 낮은 수치를 가지는 지역

들이 규칙성을 가지면서 번갈아 분포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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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oran’s I 값과 공간적 분포 개념도

(출처: 김진희, 2011(위), pro.arcgis.com(아래))

Moran’s I의 통계적 검정은 Z-검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검정통계량

은 식 (3-3)과 같다.

′  











 







  




(3-3)

여기서, Xi, Xj :공간 ｉ와 공간 ｊ의 값,

 : X의 평균 값, : 공간가중치, N: 공간수

베이지안 모형의 경우 Moran’s I를 구하기 위해 10,000개의 무작위

순열(permutation)에 기초한 모형의 잔차에 적용했다. 이 테스트를 위해

본 연구에선 통계 소프트웨어인 R의 Spedep 패키지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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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베이지안 모형

(1) 조건부 자기회귀 베이지안 위계모형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로 분류된 교통사고 데이터는 비

공간적, 공간적 모형 두 가지 관련 모형을 가진다. 먼저, 비공간적 모형

의 경우 사고데이터 성격상 이산형, 음수 미포함, 무작위성, 그리고 산발

적이므로 포아송 혹은 음이항 회귀 모형에 적합하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지리적 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전제로하며 보통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

(i.e., 포아송-감마 혼합형). 음이항 모형은 과포아송 분산(extra-Poisson

variation)의 문제(i.e., 과산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과산포 문제는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Cameron and Trivedi, 1998).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이항 모형도

공간적 상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이는 가우스-마르코프 가정

(Gauss-Markov assumption)을 위반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에, 공간

적 모형은 주변 지역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공간적 상관성 문제

와 더불어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문제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Quddus, 2008).

많은 공간 모델링 기법이 베이지안 접근법 내에서 개발될 수 있는

이유는 베이지안 접근이 복잡한 모델, 추론 목표 및 분석에 유연하기 때

문이다(Miaou et al., 2003). 과거 베이지안 추론은 질병 지도와 생태학적

분석에 사용되어 왔었고, 최근들어 사고관련 모델링에 적용되어오고 있

다 (e.g. Miaou et al., 2013; MacNab, 2004; Miaour and Song, 2005).

베이지안 추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Gelman et al. (2003) 연구를 참조

할 수 있다.

공간 단위로 정의된 가산 데이터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 모형

들에서 공간 의존 구조는 조건적으로 정의된다. 또, 공간 자기 상관성의

일부는 알려진 공변량 위험 인자를 회귀 모형에 포함시켜 모델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변량 효과를 계산한 후에는 공간 구조가 잔차에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차 자기 상관 모델링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

법은 공간적으로 상관된 무작위 효과 집합을 사용하여 선형 예측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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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계층적 모형의 일부로 확장하는 것이다(Banerjee et al, 2004).

이 무작위 효과는 대개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으로 나타내며 이는 공간

단위의 인접 구조(contiguity structure)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사전확

률을 도입한다. Intrinsic부터 Besag, York and Mollie (BYM)에 이르기

까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활용된 다양한 조건부 자기

회귀 사전 분포가 통계 문헌에 확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YM 모형(Besag, York, Mollié 1991)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공간 자기 상관성에 대한 ICAR(Intrinsic Conditional

Autoregressive) 요소와 비공간 이질성에 대한 일반적인 무작위 효과 요

소를 모두 포함하는 로그 정규분포 포아송 모형(Log-normal Poisson

model)이다. 먼저 베이지안 접근을 통해 공통 밀도의 매개변수를 고려하

여 각 관측 단위의 실제 결과 비율을 조건부로 추정하고자 한다. 유사한

단위 집합에 대한 이러한 추정은 상위 단계 밀도에서의 조건화 때문에

‘계층적 모델링’으로 알려져 있다(Congdon, 2003). 첫 번째 단계에서 관

찰된 계수는 위험 또는 상대적 위험과 같은 공간 수준(area-level) 요약

의 함수로 모델링된다. 두 번째 단계로, 설명 변수의 함수로서 이러한 위

험들의 집합(collection)에 대한 공동 분포(joint distribution)를 명시한다.

두 번째 단계 분포는 알려지지 않은 매개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세 번째

단계에서 초 모수(hyper) 사전 분포가 할당된다(Wakefield et al., 2000).

공간적 모형인 베이지안 위계모형(The Bayesian hierarchical model)은

본 연구에서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Besage et al., 1991;

Aguero-Valaverde and Jovanis, 2006; Li et al., 2007; Quddus, 2008).

 ∼ (3-4)

ln  ln        (3-5)

먼저, 첫 단계로 식(3-4)에서  는 행정동 ｉ에서의 치명적인 사고

횟수이다. 는 행정동ｉ내의 기댓값이며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두 번째

단계로 로그 리스크 모델인 식(3-5)에서 SCi는 공간적 무작위 효과 (공

간적 상관성), UHi는 미관측 (미상관성) 이질성이다. 식 (2)의 EVi는 노

출변수로 본 연구에선 가구당 세대원수와 총차량주행거리로 분석되었고,



- 20 -

는 공변량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 벡터, 는 절편 항이다. SCi와

UHi 모두 평균 조건 함수의 곱셈항(multiplicative terms)으로 포함되어

사고(crashes)에 대해 음수가 아닌 평균을 제공한다. 모델을 통해 공간

구조적 변동(SCi)과 구조화되지 않은 초과 분산(UHi, 무작위 효과)으로

인한 사고데이터의 잔차 리스크에 대한 정량화가 가능하다(Quddus,

2008).

이 베이지안 위계모형에서 알려지지 않은 모든 매개변수의 사후분포

는 우도(likelihood)와 사전분포의 추정 값에 비례한다. 에 대해 균일한

사전 분포를 가정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0,000인 에 대해 매우 무

정보적인(non-informative)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한편 미상관성(혹은

미관측, unobserved)의 이질성 UHi에 관한 사전분포는 정규분포이며 평

균이 0, 분산이 
이다(N(0,

)). 이 때, 
는 사전 감마 분포 Ga(0.5,

0.0005)를 갖는 정밀도 (예) 정밀도(precision) = 1/분산)이다 (Wakefield

et al., 2000, Aguero-Valverde and Jovanis, 2006).

의미 Quddus (2008)

사고발생 기댓값(log relative risk) Θ

공변량의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 벡터

(vector of regression coefficients: fixed effects)
β

공변량 
Xi

노출변수 (Xi) EVi

미관측 이질성 (ordinary random effects) UHi

상관적 이질성/ 공간적 상관성/ 

공간적 랜덤 효과 (ICAR spatial component)
SCi

절편 (fixed intercept) β0

<표3-2> 변수의미와 변수 명 비교 (참고: Quddus, 2008)

공간 상관성 효과인 SCi는 조건부 자기회귀 (CAR)에 의하여 할당

된다. 본 교통사고 연구에서는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 (MCMC) 기반

의 베이지안 위계모형이 쓰였으며 2단계에서 무작위 효과의 집합에 의해

사고 발생 자료 내의 공간 상관성이 모델링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조건

부 자기회귀 (Conditional autoregressive, CAR) 사전 분포에 의해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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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의 지역들은 인접할 경우 이웃으로 간주된다. ui는 상관성의

이질성 혹은 공간적 상관성이며 공유 테두리를 반영한다. 공간 상관관계

의 경우 Besag (1974)에 의해 제안된 CAR(조건부 자기회귀) 모델은 다

음과 같이 사용된다. :

[ui｜uj,i≠j,
 ]~N(ūi,

) (3-6)

여기서



 


 (3-7)

그리고


 




(3-8)

wij = 1 만일 i, j가 인접할 시, 아니면 0.

구조화되지 않은 경우, 
는 u의 가변성을 제어하며 이것의 사전분

포로 Wakefield et al. (2000)가 제안한 바와 같이 Ga (0.5, 0.0005)를 선

정하였다.

본 연구에선 통계 소프트웨어인 R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CARBayes

2.0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5만개의 표본에 대한 체인을 가동

하여 마코프체인-몬테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이하 MCMC)

기법을 기반으로 추론되었으며 5000개는 burn-in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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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진단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비교와 선정을 위해 3가지 지표를 이용한다.

먼저, Spiegelhalter 등(2002)에 의해 제안된 DIC (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 지표를 사용한다. 이를 활용하면 몇몇 매개변수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위계적 모형의 적합성과 복잡성을 비교할 수 있다. DIC

는 적합도 검정(deviance statistic, goodness-of-fit)의 사후 분포를 근간

으로 하며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의 일반화된 지표로 볼 수

있다.

DIC는 식 (3-9)에서 보듯이 적합 추정치에 유효 변수 수의 2배를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3-9)

여기서 는 관심 매개변수의 사후 평균으로 에서 평가된 적합

도이며, pD는 모델에서 유효 매개변수의 개수, 그리고 는 D(θ)의 적

합도 검정의 사후 평균이다. AIC와 더불어 DIC 값이 낮을수록 선호된

다.

두 번째 지표로 MAD를 채택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측정한다. MAD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10)

여기서  는 모형에서 예측된 사고발생 횟수이고  는 실제 사고발

생 횟수이다. 해당 MAD값이 작을수록 관측된 사고발생 데이터에 대한

평균적인 모형 예측력이 낫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결정계수(
)를 제시하여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한다. 조건부 평균 함수가 비선형적이며 회귀의 이분산성 문제로 인해,

포아송 모형과 그 확장 모형은 평상시처럼 선형 회귀 모형의 결정계수

(R2)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체 지표를 생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표준화된 잔차를 기반으로 추정된 결정계수(
)를 활용한다(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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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uang, 2015).


  


 



 



 



  


(3-11)

여기서 는 모형에서 예측된 사고발생 횟수이며 는 실제 사고 발

생의 평균값이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 24 -

(3) 모형의 탄력성

탄력성이란 독립변수가 1% 변화할 때의 변화(%)하는 사고건수()

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음 식(3-12)와 같이 정의된다.


  


×


  (3-12)

여기서, 는 추정계수이며 X는 변수들의 평균값이다. log-linear형태

(ln   )에서는 위 식(4-1)과 같이 탄력성이 계산된다.

독립변수가 로그값 형태일 경우(ln   ln)에는 자체가 변수의

탄력성이 되며 여기까지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더미(dummy) 혹은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에 대

해서는 pseudo 탄력성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더미/지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사고발생 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며 다음 식(3-13)과 같이 계산

된다(Washington, Karlaftis & Mannering, 2010).


 EXP 

EX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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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절 분석자료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교통공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변

수들을 파악하고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의 공간적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형을 선정, 포아송 모형 및 음이항 모형과의 비교하였다.

홍지연(2013)은 지역단위의 거시적인 사고예측모형에서 적용하는 다

항선형회귀분석과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계량분석을 적용하

여 각각 도시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로는 행정

동별 총 교통사고의 ln(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는 사회경제적 변수 9개, 도로 및 토지이용 변수 9개, 교통안전시설 및

정책 변수 14개 등 총 32개의 변수를 검토하였으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을 고려하여 유의한 독립변수로 5개의 도로 및 토지이용변수와 3개

의 교통안전시설 및 정책 변수가 채택되었다. 홍지연(2013) 연구에서 도

로 및 토지이용변수는 도로연장, 건축물 총 연면적, 버스전용차로 설치

율,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개소수가 채택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및 정책

변수는 횡단보도예고표시 설치율, 과속 방지턱, 경찰인력 단속실적이 채

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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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수집 자료 내용 (출처: 홍지연, 2013)

본 연구에서는 홍지연(2013) 연구에서 공개된 전체교통사고건수(종

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을 활용하고, 교통사고 분석 모형에서 반드시 포

함해야 할 사고노출변수로서 차량주행거리(VKT)의 영향을 분석하여 생

략된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를 최소화 하였다.

Quddus(2008)는 가장 이상적인 노출변수로 VKT를 제안하였으며, 적절

한 노출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변수의 영향

이 기존 가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이경아, 2016). 따

라서 해당 집계단위에서 적절한 노출변수로 국토연구원(2014)에서 제공

된 VKT(2010년 기준)를 채택하였다.

국내 교통사고 관련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4-2]에 나타나듯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이고, 공간패

턴 분석을 위한 집계 및 분석단위를 403개 분석존(TAZ, 행정동 기준)으

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에 필요한 공간데이터를 구축한다(2010

년 기준 행정동 개수는 424개이나 다른 자료와 통합과정에서 최종 403개

의 행정동으로 매칭). 데이터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모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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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0년 서울시 행정동 단위 총 사고

발생 건수 공간적 분포도

모형 분석은 비공간 모형인 포아송, 음이항 모형과 공간적 자기상관

성을 고려할 수 있는 베이지안 위계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표 4-1>에

수집 자료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등 수집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

였다. 또, 공간 모형의 적합여부를 판단해보니, 종속변수의 Moran’s I가

유의한 것으로 진단되어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Moran’s I = 0.007498

(p-value: 0.005181).

연구의 범위 연구 방향 및 내용 연구원칙

시간적 범위 2010년 결측치 최소화

공간적 범위
서울시내 403개 TAZ

(행정동)

-가장 많은 데이터 보유

지역

모형 전개
포아송 모형(Poisson) →음이항 모형(NB)→ 베이지안 모형

(Bayesian Model)

수집 데이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변수

설정

데이터 출처: 홍지연(2013), 국토연(2014)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공간데이터

구축
Q-GIS(open source)

분석 TOOL Q-GIS, R

<표 4-1> 수집 자료의 연구 방향 및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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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상

관분석을 이용하였다. 홍지연(2013) 연구와 달리 차량주행거리(VKT)를

노출변수로 활용하였고 그로인해 403개의 결과가 매칭 되었으므로 종속

변수인 총 교통사고 발생빈도(건)에 대한 각 독립변수와의 변화된 상관

분석 결과를 <표 4-2>에 제시한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교

차로 수, 건축물의 총 연상면적, 공로통행량 등 주로 사고의 노출과 관련

된 변수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단보도 예고

표시 설치율과 경찰인력에 의한 단속실적과 같이 상관계수 값이 낮더라

도 99%의 유의확률이 확보된 변수는 모형 개발에 포함하고자 검토하였

다.

한편,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되면 이들 변수를 한꺼

번에 모형에 활용할 경우 정확한 추정이 되지 않는다. 박준태(2011)에

의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상관분석 중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4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결과, 도로연장과 건축

물 총 연상면적, 횡단보도 개소수는 교차로 개소수와 0.4이상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DIC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변량(X) 집합으로 구성된

대안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즉, 낮은 값의 DIC를 가진 모형을 상대적으

로 우수하다고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목적으로 베이지안 모형을 포함해 2

가지 후보 모형을 제시한다. 하나는 포아송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음이

항 모형이다. 포아송 모형은 일반적으로 가산자료 분석에 널리 활용되지

만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엄격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산

포(over-dispersion)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음이항(negative binomial:

NB) 모형을 제시한다. 최종 선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4-3>과

같으며 모형별로 유의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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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독립변수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2010년 총 차량주행거리(대‧km) 0.200 0.000**

가구당 세대원 수(명/세대) 0.152 0.002**

가구 수(세대) 0.323 0.000**

인구(명) 0.276 0.000**

65세 이상 고령자(명) 0.215 0.000**

동 면적(k㎡) 0.144 0.004**

승용차대수(대) 0.284 0.000**

취업자 수(명) 0.245 0.000**

수용학생 수(명) 0.146 0.003**

종사자수(명) 0.483 0.000**

공로 통행량(통행) 0.483 0.000**

도로연장(km) 0.458 0.000**

일방통행로설치비율(%) 0.127 0.010*

버스전용차로설치비율(%) 0.310 0.000**

개발면적(㎢) 0.473 0.000**

건축물의 총 연상면적(㎢) 0.497 0.000**

교차로 개소수(개소) 0.616 0.000**

교차로 밀도(개소/km) 0.175 0.000**

횡단보도 개소수(개소) 0.477 0.000**

횡단보도 밀도(개소/km) 0.276 0.000**

횡단보도 예고표시 설치율(%) -0.170 0.001**

보행자 안내표시 설치율(%) 0.095 0.056

음향표시기 설치율(%) 0.062 0.216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율(%) 0.050 0.313

안전지대 개소수(개소) 0.318 0.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소수(개소) 0.188 0.000**

버스정류장수(개소) 0.541 0.000**

표지병 개소수(개소) 0.527 0.000**

과속방지턱 개소수(개소) 0.174 0.000**

버스전용차로 유무 0.425 0.000**

일방통행규제 유무 0.154 0.002**

무인단속건수 상대적 비중도 0.051 0.311

인력단속건수 상대적 비중도 -0.108 0.030*

<표 4-2> ln(교통사고 발생빈도)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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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구분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lncrashes ln(행정동별 총 사고건수) 4.31 0.72 2.08 6.36

독립변수

lnVKT ln(총 차량주행거리(대 km)) 11.89 0.85 8.80 14.92

lnPop_House ln(가구당 세대원수
(명/세대))

2.51 0.29 1.52 3.75

Intersection 교차로개소수(개소) 14.23 9.25 0.00 92.00

IRFBus 버스전용차로설치비율(%) 0.03 0.04 0.00 0.33

CWDIR 횡단보도예고표시설치율(%) 0.21 0.11 0.02 0.88

humps 과속방지턱개소수(개소) 64.85 74.08 0.00 574.00

crackdownsPp 인력단속건수상대적비중도 0.63 0.48 0.00 1.00

<표 4-3> 최종 선정된 모형의 변수 기술통계량 요약

제3절 모형추정결과

다음 <표 4-4>로부터 먼저, 각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기본 가산모형인 포아송 모형에 비해 음이항 모형이, 또 음이항

모형보다는 베이지안 모형이 우도 결정계수(
)와 MAD 지표 값이 개

선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가산 회귀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아송 회귀 모형의 경우 분포의 특성상 평균과 분산이 동일해

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현실 자료에서는 평균보다 분산이

큰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그림

4-3] 참고). 그러므로 과산포가 존재하는 자료는 이를 반영하여 조절할

수 있는 모형인 음이항 회귀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음

이항 모형은 공간적 상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조건부 자기회귀

사전분포를 이용한 베이지안 모형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개선된 지표 값으로 볼 때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모형 성

능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의

베이지안 모형은 모형 적합성 측면에서 나머지 고정 계수 모형인 음이

항, 포아송 모형과 비교할 수 있었다. Chen and Tarko(2014) 연구에서도

무작위 효과/매개변수(random parameters and random effects)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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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 모형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변수구분 BHM
(Median) 2.5% 97.5% NB Sig Poisson Sig

(절편) 4.649 3.789 5.467 4.235*** <2e-16 4.092*** <2e-16

lnPoP_House -1.385 -1.905 -0.943 -1.234*** 6.E-10 -1.414*** <2e-16

lnVKT 0.037 -0.027 0.106 0.069* 2.E-02 0.116*** <2e-16

intersection 0.048 0.041 0.054 0.045*** <2e-16 0.032*** <2e-16

IRFBus 4.108 2.759 5.260 4.427*** 3.E-15 3.992*** <2e-16

CWDIR -0.706 -1.254 -0.182 -0.610** 6.E-03 -0.600*** <2e-16

humps -0.001 -0.002 2.E-04 -0.001. 8.E-02 -0.001*** <2e-16

crackdownsPp -0.102 -0.237 0.036 -0.142** 3.E-03 -0.195*** <2e-16


 0.86 0.73 0.24

MAD 0.24 0.39 0.40

DIC 3289 - -

AIC - 4050 10062

<표 4-4> 모형 추정 결과 (베이지안, 음이항, 포아송 모형 순)

*** p<.001  ** p<.01 * p<.05 . p<.10

특히 일반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잔차의 경우, [그림 4-3]의 결과를

보면 과산포에 대한 추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된 결과 값은 19.05

로 진단 값이 1보다 클 경우 과산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p-value

를 통해 99% 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Overdispersion test

data: poissonregression

z = 10.401, p-value < 2.2e-16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spersion is greater than 1

sample estimates:

dispersion 

  19.04868 

[그림 4-3] 포아송 분포에 대한 과산포 검정(출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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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4-4>와 같이 기본 모형인 포아송 모형과 음이항, 베

이지안 모형에 대한 각 모수들의 추정된 계수 값이 요약되어 있다. 선정

된 모수들은 각 모형에서 그 계수 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호

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각각의 모형 어느 한곳에서라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변수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각 모형 중 베이지안 모형이 적합성

부분에서 다른 모형들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보이므로 베이지안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도록 한다. 먼저, 사고발생에 대해서 양의 관

계를 보이는 유의미한 변수로는 차량주행거리, 교차로 수, 버스전용차로

설치비율 총 3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회귀계수 추정결과는 차

량주행거리의 계수는 0.037, 교차로 개소수의 계수는 0.048, 버스전용차로

의 계수는 4.108로 추정되었다. 버스전용차로의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홍

지연(2013)과 정보미(2015), 이경아(2016) 등이 있으며 사고발생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차로 개소 수는 앞선 양의 회

귀계수 값을 갖는 변수들처럼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음의 관계를 보이는 유의미한 변수로는 가구당

세대원 수, 횡단보도 예고표시 설치율(%), 과속방지턱 개소 수, 인력단속

건수상대적비중도 총 4개로 분석되었다. 추정된 회귀계수 값은 가구당

세대원 수의 경우 –1.385, 횡단보도 예고표시 설치율(%)는 –0.706, 과

속방지턱 개소 수는 –0.001, 마지막으로 인력단속건수상대적비중도는 –

0.102이다.

끝으로 구축된 베이지안 모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의 파악은 도출된 계수 자체로서는 어렵기에 사용된 변수의 특

성을 고려한 탄력성(elasticity)을 사용하고자 한다(Shankar, et. al, 1995,

Lee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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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lnVKT lnPop_
House IRFBus inter-

section CWDIR humps crackdo
wnsPp

설명

ln
(총 
차량주
행거리
(km)) 

ln
(가구당 
세대원 수 
(명/세대))

버스전용
차로설치
비율(%) 

교차로개
소수
(개소)

횡단보도
예고표시
설치율
(%) 

과속방지
턱개소수
(개소) 

인력단속
건수상대
적비중도 

탄력
성 0.04 -1.38 0.10 0.68 -0.15 -0.04 -0.11

※주의)
lnVKT, lnPop_House는 독립변수가 로그 값 형태이므로 계수 값을 탄력성으로 사용. 
crackdownsPp의 경우 dummy변수로 pseudo-elasticity 사용

<표 4-5> 베이지안 모형 설명변수의 탄력성

총 차량주행거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에서의 노출량(exposure)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노

출량이 증가하면 사고도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사실과 일치한다. 이 독립

변수는 모형에서 로그 값 형태이므로  자체가 탄력성을 의미하며 1%

의 총 차량주행거리 증가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0.04%의 증가로 이어

짐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세대원 수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음의 영향을 나타냈

다. 이 변수 또한 모형에서 로그 값 형태이므로 계수 값을 탄력성으로

사용한다. 즉 가구당 세대원 수가 1%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1.38%의 감소로 이어져 탄력적(≥1)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는 반대로 가

구당 세대원 수가 감소하면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서울시 1인가구의 증가추세가 사고발생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유추

해볼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비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양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준범 외(2012)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이동하는 버스가 많고, 그 유형이 많으면 버스사고건수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또, 실제 버스 사고 자료의 사고유

형을 분류한 결과 차선변경 및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또 이경아(2016)에 의하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보행약자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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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도 사고의 증가(0.10)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차로 개소는 공학적으로 상충지점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양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

Campbell(2004)에 따르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약 40%가 교차로 부

근에서 일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탄력성 측면에서는 TAZ내 교차로

개소수가 1개 늘어나면 사고발생건수에 0.68% 정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사고발생건수와 음의 관계를 갖는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횡단보도 예고표시는 운전자가 사전에 횡단보도를 인지

함으로써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표지이다. 따라서 횡단보도 예고표시의 설치로 차량과 보행자와

의 상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모형의

결과도 이와 상응하게 회귀 계수 값이 음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을 통한

해석은 횡단보도 예고표시 설치율이 당시 수준보다 1% 올라가면 사고발

생건수는 0.15%정도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은 저속을 유도하는 시설물로써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맥락에서 횡단보도 예고표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본 연구를 통해 과속방지턱 1개 추가설치가 사고발생건수를 0.04%정

도 감소시키는걸 알 수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인력에 의한 단속실적은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지

역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낮고, 낮은 지역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찰에 의한 단속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

을 갖게 하여 사고 유발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하였다. 탄력성 측면에서도 단속실적 강화가 사고발생건수를 0.11%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 평균 대비 높으면 1, 낮으면 0으로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평균치에 근사한 단속실적

을 지닌 지역들은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35 -

제4절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

모형간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4-6>에 정리하였

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처리하지 못하는 포아송, 음이항 모형에서는 전

역적 공간상관성 지표인 Moran’s I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의미는 잔

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예측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해야하

는 정보가 잔차에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달리, 베이지안 모형에

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Moran’s I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이는 공간적으로 랜덤하게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차 사이에 상관관

계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베이지안 모형이 포아송, 음이항 모형에 비해

자료의 공간특성을 적절하게 잡아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연구 대상

지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전역적 측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 높지는 않지만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잔차 분포도(포아송) 잔차 분포도(음이항) 잔차 분포도(베이지안)

Note: Moran’s I = 0.050

(with p value = 0.054)

Note: Moran’s I = 0.051

(with p value = 0.038)

Note: Moran’s I = -0.013

(with p value = 0.641)

기본 가산모형

(과산포 발생가능)  

생략된 변수로 인한 
관측되지 않은 이분산성 
통제 가능

- 조건부 자기회귀 
사전분포를 통한 잔차의 
공간 자기상관성 완화

- 공간 무작위 효과로 인한 
미관측 이질성 통제 가능

<표 4-6> 모형별 사고발생빈도 잔차에 대한 공간 분포 및 모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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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oran’s I 값은 1이나 –1로 가까울수록 강한 공간적 자기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포아송, 음

이항 모형의 경우 사고발생 잔차에 군집성(clustering)이 유의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변량 효과를 계산한 후에도 공간

구조가 잔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공간적 자기상관성 설명을

위해 무작위 효과(Random effect)를 반영한 베이지안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선 전역적인 공간 보정(global

spatial smoothing) 모형 중 대표 격인 BYM(Besag, York, and Mollie,

1991)이 사용되었고 조건부 자기회귀 사전분포(CAR prior)를 적용하여

잔차의 공간상관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공간자기상관성은 모형의 성능과 무관하지 않다. <표 4-7>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베이지안 모형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밝히도록 한다.

구분 Poisson NB CAR BHM Improvement

pseudo-R2 0.24 0.73 0.86 Y

RMSE 4.33 1.02 0.31 Y

MAD 0.40 0.39 0.21 Y

Moran's I
on residual

0.0498
(p-value 0.054)

0.0511
(p-value 
0.038)

-0.0138
(p-value 

0.64)
Y

DIC NA NA
3288

(WAIC: 
3212.754)

-

AIC 10062 4050 NA -

<표 4-7> 모형 성능 요약

<표 4-7>과 같이 모형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인 결정계수

(pseudo R2), RMSE, MAD 모두 일관된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은 베이지안 모형이 다양한 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Lee et al,

2014), 이는 고정효과 기반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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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의 결과를 보면 각 관측치에 대한 잔차들의 분포를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분포 정도를 보면 포아송 모형의 경우 잔

차가 최대 15.35까지 산포(RMSE: 4.33)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음이항 모형의 경우 최대 2.87(RMSE: 1.02),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모형의 경우 최대 잔차가 0.40(RMSE: 0.31)정도로 감소되며 0에 근접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포아송 모형 음이항 모형 베이지안 모형

잔차 분포

RMSE 4.333 1.019 0.314

<표 4-8> 모형의 잔차 분포와 평균 제곱근 편차(RMSE)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산포 문제의 일부 원인이 되는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음이항 모형은

포아송 모형에 비해 사고모형에 더 적합하지만, 음이항 모형도 공간적

자기상관성 문제를 다루지 못하며(Quddus, 2008)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

관성을 다룰 수 없는 문제는 모형의 예측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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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 결과, 탄력성 측면에서 사고발생과 양의 관계가 있는 변수

중 교차로 개소수가 가장 탄력적이었고, 가구당 세대원 수가 사고발생과

음의 관계가 있는 변수 중 가장 값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명변수를

재선정함에 있어서 상관분석 뿐 아니라 DIC와 각 모형간 유의성이 전제

조건으로 추가되어 베이지안 모형이 추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선행연구(홍

지연, 2013)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 et al(2014)는 베이지안 모형이 다양한 전역적 공간 자기 상관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기에 우수한 성능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고정효과 기반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 즉, 모형에 활용된 변수가 사고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일맥상통하더라도, 주어진 변수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무작위 효과가 반영된 베이지안 모형으로 접근

하는 것이 개선된 성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실질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베이지안 모형의 조건부 자기회귀 사전분포 요소를 통한 공간

자기상관성 완화로 인해 기존 포아송, 음이항 모형과는 달리 공간적 자

기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산 모형을 제시하고 잔차분포도를 통해 비

교분석되었다. 전역적 모란 지수를 통해 서울 전역의 행정동 단위(TAZ)

사고발생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음을 검증하고, 모형별 잔차 분석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남아있는 포아송, 음이항 모형과 달리 베이지

안 모형에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이는 베이지안 모형이 다른 2가지 모형에 비해 자료의 공간특성을 적절

히 잡아냈다고 볼 수 있고, 비-공간 모형은 공간 자료를 활용한 교통사

고 발생 분석 모형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Wang and Kokelman,

2013).

향후 과제로 모형에 사용할 변수를 더 다양화하고, 공간 단위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건부 자기회귀 베이

지안 위계모형은 더 좋은 시사점과 분석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통해 새로운 방법이 우수하다고 결론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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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앞으로도 공간 개념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방

안을 추가로 연구하여 기존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이 반드시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공간에 따라 계수가 변하는 베이지안

연구는 교통사고발생의 공간적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다(Xu and

Huang, 2015). 또, 이 연구 영역은 시-공간 영역으로의 방법론의 확장을

포함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많은 길이 있다. 사고모형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가 국가 전체로 확장되는 것은 향후 정책입안자들에게 관심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정도에 대한 지역적 그

림뿐만 아니라 전역적인 그림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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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known that the estimation of traffic accidents using

spatial data could be more accurate when considering ‘spatial effect’.

The estimation error might come from the characteristic of traffic

accident data, which is count data and from assuming the accident

model as a general linear model. Therefore, in this study, Poisson and

negative binomial (NB) models are presented as generalized linear

models to treat model assumption error, and conditional

auto-regressive Bayesian models are also presented suitable for

treating residual’s auto-correlation issue. The modeling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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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database of traffic crashes in Seoul, Korea, in 2010 at the

dong-level as traffic analysis zone (TAZ). As a prerequisite, each

model consists of the same variable sets, which 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crashes and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vehicle

kilometric traveled, average household size, the number of

intersections, the ratio of bus-only lanes installation, and etc.

The results show that 
 and MAD are improved from Poisson

to NB to Bayesian model. Therefore, the Bayesian model is superior

compared to others in terms of goodness of fit. So, The study

chooses the Bayesian model and presents the elasticity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to show their impact.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s the outcome of each model’s

spatial autocorrelation. In terms of Poisson and NB model, Moran's I,

a global indicator of spatial correlation, are significant, which mean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residuals. In the Bayesian model,

On the other hand, Moran's I is not significan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erformance of NB model seems better than Poisson model

because NB model might handle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which

can cause the over-dispersion problem of Poisson model. However,

NB model also cannot treat spatial autocorrelation problem of

residuals, which is also a weakness of model performance. It turns

out that Bayesian model is only one which treats residual’s spatial

autocorrelation issue. Moreover, Bayesian model has improved

performance relatively. Last but not leas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Bayesian models, The elasticity of it shows that the

number of intersections has the highest elasticity of the positive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average household size

has the highest elasticity of negative impact on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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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es.

Through this study, It seems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re properly demonstrated in Bayesian model rather than

Poisson and NB models thanks to Conditional Autoregressive (CAR)

prior of Bayesian model. Hence, non-spatial count models such as

Poisson and NB are not suitable for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using spatial data. However, It’s hard to argue the superiority of

Bayesian model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further

studies that can reflect the concept of space on crash model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 Count model, Spatial data, Spatial Correlation,

Bayesian model, Crash modeling, Moran’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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