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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에서의 사고 발생은 교통 안전과 운영 측면에

서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대응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고속도로의 루프검지기를 통해 구득되는 실시간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

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특성은 고속도로의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부를 기본 구간

과 분ㆍ합류 구간으로 구분하고, 교통류 상태를 혼잡 상태와 비혼잡 상

태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의 교통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사고위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조

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교통류 변

수가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선정된 교통류 변수를 기반으로 유전

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

구에서 구축된 모형의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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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특성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 상황별로 보다 정확한 사고위험도 예측 및 효

과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전 예방 시스템의 구축은 사후 전략과 더불어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증

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루프검지기, 실시간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고속도로 구간

유형, 교통류 상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유전자 프

로그래밍

학 번 : 2006-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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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의 배경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

키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26,878건으로, 이에 따라 5,505명이 사망했고 352,458명이 부상했으며 약

8조 2,342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1)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국도

및 지방도 등 다른 위계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당 사망자수

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심각도 및 피해 정도가 다른 도로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비반복적 정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은 교통 안전 뿐

아니라 교통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차량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하구조, 날씨, 교통류 등의

주변 환경 속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발생한

다(Pande, 2005). 이에 따라 교통 안전 분야의 연구는 운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원인 요소의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도로

의 기하구조와 교통류는 교통 운영자의 입장에서 제어가 가능한 요소들

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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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사고발생 원인

기하구조와 사고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도로의 설계요소

와 사고수 또는 사고율과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분석

에 사용되는 자료의 구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당 연구 성과를 바탕

으로 한 매뉴얼(AASHTO, 2010)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교통류와 사고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비교적 제한

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실시간 교통류 자료에 대한 저장 및 분

석 능력의 한계로 인해 AADT, 시간교통량 등 집계된 자료(aggregated

data)를 기반으로 사고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보다 다이내믹한 교통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

었고, 최근 차량검지시스템(Vehicle Detection System)의 발달로 거의 실

시간에 가까운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의 구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고 발

생 당시의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사고 지점 인

근의 검지기에서 구득되는 사고 발생 직전의 교통류 파라미터를 통해 사

고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도로의 안전성을 증대시키는데 상당

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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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실시간 사고의 예측 (Abdel-Aty and Pand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루프검지기를 통해 구득되는 교통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

(crash precursor)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사고위험도(crash risk)를 실시

간으로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1.1.2 연구의 필요성

앞서 언급되었듯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발생은 교통안전 및 운영 측

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킨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여타 도

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고심각도를 보이고 있으며, 진출입이 제한되

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사고의 발생은 비반복적 정체를 발생시키는 등 교

통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경우 사고 발

생 이후의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

및 시스템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사고이력자료와 교통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류 상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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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통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현재 교통류 상황이 앞에서 규명된 위

험한 교통류 상황인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고위험도 예측 모

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특성은

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기하구조, 그리고 해당 구간의 혼잡 정도를 나타

내는 교통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 전략 수립과 정확한 사고위험도 예측을 위해서 각 상황 별로 위험

한 교통류 특성 규명과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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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사고이력자료와 루프검지기에서 구득된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별로 교통류 상태

를 분류하고, 각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의 규명을

통하여 사고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세부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속도로의 사고이력자료와 루프검지기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사

고에 대한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추출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은 상황에 대한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추출하기 위하여 짝지어진 사례

-통제(matched case-control)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각 사고 샘플

(case)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샘플(control)

을 매치하는 방법으로, 분석 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소에 의한 효과를 제어하여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추출된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통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후

보 교통류 변수들을 설정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한다. 루프검지기의 검지

실패로 인한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에

대한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지기에서 추출되는 교통류 파

라미터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의 변수를 사고위험도에 영향

을 미치는 후보 교통류 변수로 설정한다.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교통류 상태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서비스수준 분

석을 수행하고, 설정된 기준값에 따라 분류된 교통류 상태에서 사고율

및 사고위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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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따라 구분된 각 그룹에 대해 사

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한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교통류 특성을 비교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교

통류 특성을 규명한다. 또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

소를 제어하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 교통류 변수를 추출한다. 위

험한 교통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교통류 변수가 모형 구축을 위하여 선정된다.

선정된 교통류 변수에 기초하여 실시간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화론적 학습법에 기반한 유전자 프로그래밍

(Genetic Programming) 기법을 모형 구축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로

지스틱 회귀 모형과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모

형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들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 대한 사고이력자료와 검지기에서 구득되는 교통

류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사

고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특히 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사고예방 전략 구축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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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

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실제 고속도로 노선

을 대상으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최종 결론

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교통류 변수와 사고와의 상관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검

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 자료의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자료들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고이력자료와 루프검지기 자료를

매치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 샘플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샘플에 대한 추출 방법론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을 수행하였다. 각 방법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 대한 적

용 가능성 및 의미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실제 고속도로 노선을 대상으로 본선부 구간 유형 별로 교

통류 상태를 분류하였으며, 구분된 각 그룹에 대해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통류 변수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의 예측 성능에 대한 검

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

요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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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연구의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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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2.1 개요

연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정립에 앞서 교통류 변수와 사고와의 상

관성을 규명한 연구와 이를 모형화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Abdel-Aty and Pande (2007)의 연구에서는 교통 안전 분야의

접근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사고수 또는 사고율에

기반하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법

(collective crash level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사고를 기준으

로 사고발생 가능성(crash likelihood)이 높은 지점을 규명하는 접근법

(individual crash level approach)이다.

사고수 기반의 접근법에서는 교통류 변수로 연평균 일교통량(AADT)

및 시간교통량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주어진 시간단위 동안에 특정

도로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수는 같은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는 차량

의 수가 많을수록, 즉 사고에의 노출도가 클수록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

아진다는 개념에서 착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계된 교통류 변수의 경

우 실시간 사고발생 여부와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

다(Hughes and Council, 199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차량검지시스템을

통해 구득되는 실시간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가능

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bdel-Aty

and Pande (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접근법을 기준으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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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llective Crash Level Approach

교통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와 사고수 및 사고율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특히 AADT와 시간교통량을

변수로 활용하여 사고와의 상관성을 규명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

다(Cedar and Livneh, 1982; Hadi et al., 1995; Mensah and Hauer,

1998; Martin, 2002; Abbas, 2004; Lord et al., 2005; Kononov et al.,

2011). 이 외에 다른 교통류 변수를 활용하여 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려

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Zhou and Sisiopiku (1997)에서는 V/C비

를 교통류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Brodsky and Hakkert (1983), Garber

and Subramanyan (2002)는 밀도 및 점유율 변수를, Davis (2002)는 속

도분포 변수를 사고와의 관계 규명에 사용하였다.

Hadi et al. (1995)과 Mensah and Hauer (1998)의 연구에 따르면 사고

의 수는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그 증가하는 비율은 점차 감

소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Zhou and Sisiopiku (1997)의 연구에서는

V/C비가 낮을 경우 사고율이 높으며 V/C비가 증가할수록 사고율이 점

차 감소하다가 특정 수준의 V/C비에 다다르면 사고율이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edar and Livneh (1982)

와 Martin (2002)의 연구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사고율과 시간교통량과의 관계는 U자 형태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사고와 밀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연구가 이루어졌

는데, 이는 밀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구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Brodsky and Hakkert (1983)의 연구에서는 교통류 밀도

변수 대신 통행 밀도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부 고속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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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통행 밀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ber and

Subramanyan (2002)의 연구에서는 차량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에 다다르면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ord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시간교통량, 밀도, V/C비를 변수로 활

용하여 지방부와 도시부의 사고 발생 건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간교통량을 변수로 사용한 사고 예측 모

형보다 밀도와 V/C비를 고려하였을 때 모형의 결과가 더 개선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해당 교통류 특성 변수들이 지방부 도로와 도시부 도로

의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고 유형

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고 분석을 수

행함에 있어 지역별 교통류 특성 및 사고 유형 등 그 특성에 따라 적절

히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ononov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AADT와 연간 사고수 자료를 이

용하여 신경망을 통한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를 구

축하였으며, 시간교통류에 대한 가정을 통해 특정 임계밀도를 기준으로

사고율이 급격히 변화하는 교통류 상태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간을 sub-critical zone, 사고율이 증가하다 점차 낮아

지는 구간을 transitional zone, 사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간을

super-critical zone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경계가 되는 임계 밀도값을 각

각 critical density, super-critical density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교통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는 AADT를 기반으로 추정된 결과일

뿐 실시간 사고 발생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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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 또는 사고율 예측을 위한 사고 예측 모형은 AADT나 시간교통

량과 같이 주어진 시간 단위에 대해 집계된 교통류 자료를 사용하기 때

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통류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수

및 사고율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사고에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

량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은 교통량 변수

보다는 속도의 변동성과 같은 실시간 교통류 변수가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차량검지시스템에서

구득되는 실시간 교통류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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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ndividual Crash Level Approach

2000년대 들어 차량검지기에서 구득되는 교통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직전의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이

를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사

고위험도 예측 모형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과 관련된 연구는 모형 구축 방법론에 따라 크게 통계적 분석 기법

을 사용한 연구와 트리 모형 및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통계적 분석 기법의 경우 통계적 이론에 기반하여 모형 구축과 사

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의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

지만,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모형을 구축할 경우 모형 구축에 앞서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 선정을 위한 탐색 작업이 우

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의 특성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을 수행하였다.

2.3.1 통계적 분석 기법

Oh et al. (2001)은 t-test를 활용하여 5분 동안의 속도 표준편차가 정

상(normal) 교통류 상태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disruptive) 교

통류 상태를 분류하는 최적의 척도임을 제시하였다. 사고발생 확률을 추

정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사고발생 여부 상황에 대

한 속도 표준편차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kernel smooth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Lee et al. (2002)의 연구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짧은 시간의 교통류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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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rsor” 개념을 제시하였다. 상ㆍ하류부간 속도의 차이와 차로 간 속

도 차이,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의 교통 밀도를 crash precursor로 검토

하였으며, 사고 예측 모형으로 사고수를 예측하는 log-linear 모형을 구

축하였다. 이후 Lee et al. (2003)의 연구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을 재정립하였다. 사고 지점 상ㆍ하류부간 속도의 차이가 밀도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규명하였으며, 인접 차로

간 속도의 차이는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Abdel-Aty et al. (2004)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사례(case)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통제(control) 그룹으로 설정하여 짝지어진 사례-

통제 방법을 통해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

기 위하여 짝지어진 자료의 분석에 사용되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사

고 발생 직전 5～10분 동안의 상류부 평균 점유율과 하류부의 속도 변동

계수가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del-Aty et al. (2005)에서는 고속도로의 교통류 상태를 낮은 속도

상태(low-speed regime)와 높은 속도 상태(high-speed regime)로 나누

어 차량 간 사고(multivehicle crashes)에 대해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

석을 사용한 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낮은 속도 상태와

높은 속도 상태에서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가 낮은 상태의 경우 속도 변동계수, 점유율

평균, 교통량 표준편차가 유의하게 분석된 반면,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점유율 평균, 교통량 평균, 교통량 표준편차 변수가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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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 et al. (2005)에서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사

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로 교통량 표준편차, 점유율 평균,

속도 변동계수를 추출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해 상류부 및 하류부 검

지기 7개와 사고 발생 직전 0～30분 사이의 5분 단위 6개 시간 간격에

따른 사고위험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Hourdos et al. (2006)은 미네소타에서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고

속도로 구간에 설치된 비디오 검지기에서 추출된 영상을 분석하여 해당

구간의 속도 평균과 속도 변동계수 등의 거시적 변수 뿐 아니라 개별 차

량간 차두시간, 가속도 차이, 최대속도와 최소속도 간 차이 등 미시적인

변수들을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추정

하였다.

Hossain and Muromachi (2010a)의 연구에서는 실시간 사고 발생 가

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교통량과 속도의 평균값 변수에 대한 사전확률을 모형 구축에 사용하였

다. Hossain and Muromachi (2010b)의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지점 대비

검지기의 위치에 따라 모형의 예측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

다. 예측 모형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교통량과

속도의 상ㆍ하류부간 차이에 대한 사전 확률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을 예

측하였다. [그림 Ⅱ-1]에 나와 있는 검지기 조합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

과 Combination 2_1 (750 meters)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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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검지기 위치 조합

Abdel-Aty et al. (2012)에서는 루프검지기를 통해 구득된 자료와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AVI) 시스템2)에 의해 구득된 교통류 자

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자료가 시야와 관련된 사고3)의 예측에 더 적합한

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지안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

하였다. 루프검지기 자료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사고 발생 5-10분 전 하류

부 평균 속도와 상류부 속도의 변동계수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고,

AVI 자료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사고 발생 5-10분 전 속도의 변동계수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두 모형의 비교 결과 루프검지기를 사용한 모

형의 예측력이 AVI를 이용한 모형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hmed and Abdel-Aty (2012)에서는 실시간 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

기 위하여 AVI 시스템에서 구득되는 속도 관련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Random Forest(RF)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해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AVI 구간 길이에 따라 분석을 수행

한 결과 구간 평균길이가 1.5마일 이내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3마일 이상 떨어진 경우에 대한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AVI 시스템에서는 공간평균속도 관련 자료만 구득 가능함

3) 시야 관련 사고 : 안개와 폭우 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을 때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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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ed et al. (2012a)에서는 AVI 시스템에서 구득된 교통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사고에 대한 모형과 후미추돌(rear-end) 사고에 대한 모

형을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사고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하여 Bayesian

updating approach에 기반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

며, 전체 사고에 대한 모형보다 후미추돌 사고에 대한 모형이 약 3% 가

량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모형보다는 Bayesian updating approach를 사용한 모형

이 약 3.5% 더 높은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ed et al. (2012b)의 연구에서는 산지 지형의 고속도로에 대해 도

로의 기하구조 및 날씨에 대한 자료와 AVI 시스템으로부터 구득된 교통

류 자료를 활용하여 dry/snow 계절에 대해 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

다. 모형 구축을 위해 베이지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

석 결과 snow 계절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dry 계절에 비해 2배 가량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ry 계절에는 사고 발생 직전 6-12분 사이의

평균 속도가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now 계절에는 속도의 변동계수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어 계절별로 사

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Hossain and Muromachi (2012)의 연구에서는 모형 구축을 위하여 베

이지안 네트워크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Bayesian Belief Net

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유류 속도와의 차이

를 나타내는 혼잡 지수(Congestion Index)라는 개념을 변수에 새로이 도

입하였으며, 변수 선택을 위하여 Random 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

용하여 상・하류부간 속도와 점유율의 차이 및 상・하류부의 혼잡 지수

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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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 et al. (2012a)의 연구에서는 상ㆍ하류부의 교통류 상태를 혼잡 상태

와 비혼잡 상태로 구분하여 K-평균 군집화방법을 통해 교통류 상태를 분

류하고, 각 상태별 사고위험도를 비교하였다. 교통류 상태는 평균 점유율을

기준으로 상ㆍ하류부의 혼잡 여부에 따라 5개의 상태로 분류하였으며, 상

태 1은 상류부가 혼잡 상태이고 하류부가 비혼잡 상태인 경우를 나타내고,

상태 2는 상ㆍ하류부 모두 혼잡 상태인 경우를, 상태 3은 상ㆍ하류부 모두

혼잡과 비혼잡의 전이 상태인 경우, 상태 4는 상류부는 비혼잡 상태이고

하류부는 혼잡 상태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태 5는 상ㆍ하류부 모두 비혼잡

상태인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류 상태에 따른 사고위험도의 변화를 규명하

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ㆍ하류

부 모두 비혼잡 상태인 상태 5에 비해 상태 4의 사고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태 2, 상태 3, 상태 1의 순으로 사고위험도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각 교통

류 상태별 사고위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새로 구득되는 자

료의 교통류 상태를 분류하기 위하여 판별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Xu et al. (2012b)은 Fisher의 판별 분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구

간을 규명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고위험도 지수(Crash Risk Index)라 명명한 지표는 상류부 교통량 평

균, 상ㆍ하류부 속도 평균, 상류부 속도 표준편차, 그리고 상ㆍ하류부 속

도차이 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사고위험도 지수가 0이하일 경

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상황을 의미한다.

Hassan and Abdel-Aty (2013)의 연구는 루프검지기를 통해 구득된

실시간 교통류 자료를 이용하여 시야와 관련된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RF 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변수를 추출하

였으며,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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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시야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시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시야와 관련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는

사고발생 직전 5-10분전 상・하류부 평균속도와 사고발생 10-15분 전

하류부 평균점유율로 나타났지만, 시야와 관련되지 않은 사고는 사고발

생 5-10분 전 하류부 평균점유율과 상류부 속도 변동계수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Xu et al. (2013a)에서는 각기 다른 수준의 사고심각도에 대해 사고위

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사고심각도 수준은 사망 또는 중한

부상을 동반한 사고(KA), 경미한 부상과 관련된 사고(BC), 그리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PDO)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심각도 수

준별 사고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순차적 로짓 모형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PDO 사고는 속도 변화가 크고 차선변경이 잦은 혼잡한 교통류 상

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KA와 BC 사고는 덜 혼잡한 교통류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비혼잡 상태에서 인접 차선과의 속도차이가 클수

록 KA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각 모형의 예측력을 검토해본 결

과 KA 사고의 예측력이 나머지 두 모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Xu et al. (2013b)는 다른 날씨 조건별로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분리

하여 개발하였다. 날씨 조건을 맑은 날씨, 비오는 날씨, 시야가 감소되는

날씨로 나누었으며, 모형 구축을 위해 베이지안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

용하였다. 맑은 날씨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직전 5-10분 동

안 하류부 속도의 표준편차와 상ㆍ하류부간 속도의 차이, 그리고 상류부

평균점유율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비오는 날씨의 경우 상ㆍ하류

부간 속도의 차이와 상류부 평균점유율 변수가, 시야가 감소되는 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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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류부 속도의 표준편차와 상ㆍ하류부간 속도 차이 변수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검토해본 결

과 맑은 날씨에 대한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예측 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통계적 이론에 기반한 방법론을 사용

할 경우 사고 발생과 교통류 변수와의 상관성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측

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부요소들에 대한 제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교통류 변수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고예측 모

형 구축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통계적 방법론이 꾸준히 사용되어 왔

다. 또한 최근에는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

하여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높이고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예측 모형 구축에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

수의 선형성, 설명변수 간 독립성, 오차항 분포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들

을 만족시켜야 한다. 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류 변수들은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가정

을 만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검지기에서 구득되는 실시간 교통류 자료만 가지고 사고위험도를 직접적

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적용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박광배, 2006). 이

에 따라 최근에는 자료 분석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존재하지 않고, 교통

류 변수들 간 다양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트리 모형 및 학습 알고리

즘을 적용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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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트리 모형 및 학습 알고리즘

Abdel-Aty and Pande (2005)의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으

로 이어지는 위험한 교통류 상황과 정상적인 교통류 상황을 분류하기 위

해 확률적 신경망(Probabilistic Neural Network)을 사용한 모형을 구축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고발생 10～15분 전 사고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

까운 검지기 및 상류부 2개 검지기에서 구득되는 속도 변동계수가 입력

변수로 사용되었다.

Oh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확률적 신경망을 이용하여 사고를 예측

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kernel smoothing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가 발

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각 변수별 확률밀도함수를 추정

하였으며, 그 결과 점유율 평균과 속도 표준편차 변수가 두 상황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모형 구축을 위하여 사용되

었다.

[그림 Ⅱ-2] 확률적 신경망 모형의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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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 and Abdel-Aty (2006a)는 후미추돌(rear-end) 사고에 대해 속

도 변수를 기준으로 군집화 방법 중 하나인 Kohonen Vector

Quantization(KVQ) 기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segment로 구분하였다. 신

경망 이론을 사용하여 각 segment에 대한 사고예측 모형을 구축하였으

며, 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교통류 변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수 중요도

척도(Variable Importance Measure)를 결정할 수 있는 Classification

Tree(CT)를 사용하였다. segment 1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교통량 평

균 및 표준편차, 속도 변동계수, 점유율 평균 등이며, segment 2의 경우

교통량 평균 및 표준편차, 속도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가 사용되었다.

Pande and Abdel-Aty (2006b)에서는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차로

변경과 관련된 사고4)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에 사용

되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CT에 기반한 변수 중요도 분석이 이

루어졌으며, 상ㆍ하류부 평균속도, 인접 차로 간 점유율 차이, 하류부 교

통량과 속도의 표준편차가 중요 변수로 선택되었다.

Pande and Abdel-Aty (2007)의 연구에서는 Pande and Abdel-Aty

(2006a)와 Pande and Abdel-Aty (2006b)에서 구축된 모형이 모형 구축

에 사용되지 않은 PDO 사고 중 일부 단일차량사고의 발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개발된 두 모형을 현장에 실제적으

로 적용하기 위한 framework을 제시하였다([그림 Ⅱ-3]).

4) 차로 변경 관련사고 : 안쪽(왼쪽 및 중앙) 차선에서 발생한 측면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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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모형의 실시간 적용을 위한 Framework

Abdel-Aty et al. (2008)에서는 주로 미국의 고속도로에 적용되었던 검

지기 자료를 활용한 사고발생 가능성 예측과 관련된 연구의 개념을 네덜

란드의 5개 고속도로에 대해 적용하여 타 지역에 대한 연구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사고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선택을 위해 새로

운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RF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하여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검지기 사이의 거리가 미국보다 짧은 네덜란드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 접근법이 비교적 유의하게 적용되었으

며, 교통량과 속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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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 et al. (2011)에서는 하나의 고속도로에 대해 구축된 사고위험도

예측모형이 다른 고속도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의

공간적 전이성을 검토하였다. RF를 통해 선택된 상류부의 점유율 평균,

하류부의 속도 평균과 교통량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신경망 모형을 구축

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다른 노선에 적용해본 결과 유사한 교통류 특성

을 가지는 구간의 경우 비교적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교통류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형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Qu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측면추돌사고를

대상으로 Support Vector Machine(SVM)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예측모

형을 구축하였으며, Qu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후미추돌사고를 예측

하기 위하여 SVM 기법을 적용하였다.

Hossain and Muromachi (2011)는 고속도로의 본선부를 기본 구간과

진출입램프의 상ㆍ하류부로 구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요 변수 선택을 위해 RF를 사용하였

고, 사고발생 여부를 분류하는데 트리 모형 중 하나인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CART)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본 구간에서는

상류부 속도 평균 및 인접 차로 간 속도 차이, 그리고 상ㆍ하류부간 점

유율 차이의 표준편차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램프 인근에서는 하류부 속도 평

균, 상ㆍ하류부간 속도 차이, 상ㆍ하류부 인접 차로 간 점유율 평균의 차

이, 램프 교통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ed and Abdel-Aty (2013)의 연구에서는 AVI와 Remote Traffic

Microwave Sensors(RTMS)에서 구득된 교통류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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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Stochastic Gradient

Boosting(SGB)라는 트리 기반의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교통류 변수 외 실시간 날씨 변수와 기하구조 변수가

추가되었다.

Xu et al. (2013c)에서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교통류 상태를 혼잡 상태와

비혼잡 상태로 분류하였으며, 각 상태에 대해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간 사고위험도 예측모형을 구축하였

다. RF 분석 결과 비혼잡 상태의 경우 상ㆍ하류부 속도 평균, 하류부 속

도 표준편차, 하류부 점유율 평균, 하류부 인접 차로 간 점유율 차이가, 혼

잡 상태의 경우 상ㆍ하류부간 속도 차이, 상류부 점유율 표준편차, 그리고

하류부 평균 점유율이 사고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and Abdel-Aty (2013)은 RTMS에서 구득된 교통류 자료를 활용

하여 SVM을 통해 실시간 사고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중요 설명변수

를 추출하기 위하여 CART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하류부 속도

평균, 사고위치의 속도 평균, 점유율 표준편차, 교통량 표준편차 변수가

선정되었다. 또한 구축된 SVM 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비교하여

더 나은 예측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트리 모형 및 학습 알고리즘은 통계적 분석 방법과 달리 모형

구축 이전에 사고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한 사

전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분류 트리 기반

의 변수 중요도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모형 구축 방

법론에 있어서 초기에는 신경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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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SGB 등 신경망의 단점을 개선하고, 예측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다양

한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개별 사고 수준에서 교통류 변수와 사고와의 상관성을 규명한 선행 연

구들을 <표 Ⅱ-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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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구분

검지기

Agg.

Level

(분)

분석 범위

변수선택
사고예측

모형
사고

유형

교통류

상태

주변

환경

시간

(분)
공간

Oh et al.

(2001)
- - - Loop 5 0-5 U-1 -

Bayesian

Model

Lee et al.

(2002)
- - - Loop 5 0-5 U-1 - Log-linear

Lee et al.

(2003)
- - - Loop 5 0-5 U-1 - Log-linear

Abdel-Aty et al.

(2004)
- - - Loop 5 5-30

U-5

C-1

D-1

- C-logistic

Abdel-Aty and Pande

(2005)
- - - Loop 5 5-30

U-5

C-1

D-1

C-logistic PNN

Oh et al.

(2005)
- - - Loop 5 0-5 U-1 PDF PNN

Abdel-Aty et al.

(2005)
-

High/low

speed
- Loop 5 5-30

U-4

C-1

D-2

- C-logistic

<표 Ⅱ-1>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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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구분

검지기

Agg.

Level

(분)

분석 범위

변수선택
사고예측

모형
사고

유형

교통류

상태

주변

환경

시간

(분)
공간

Pande et al.

(2005)
- - - Loop 5 0-30

U-4

C-1

D-2

- C-logistic

Hourdos et al.

(2006)
- - - Vedio - - - - Logistic

Pande and Abdel-Aty

(2006a)
Rear-end

High/low

speed
- Loop 5 5-20

U-2

C-1

D-2

CT NN

Pande and Abdel-Aty

(2006b)
Sideswipe - - Loop 5 5-20

U-1

D-1
CT NN

Pande and Abdel-Aty

(2007)

Rear-end/

Sideswipe
- - Loop 5 5-10

U-2

C-1

D-2

- NN

Abdel-Aty et al.

(2008)
- - - Loop 5 5-10

U-3

D-3
RF NN

Hossain and Muromachi

(2010a)
- - - Loop 5 0-5 U-1 - BN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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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구분

검지기

Agg.

Level

(분)

분석 범위

변수선택
사고예측

모형
사고

유형

교통류

상태

주변

환경

시간

(분)
공간

Hossain and Muromachi

(2010b)
- - - Loop 5 5-10

U-1

D-1
Logistic BN

Pande et al.

(2011)
- - - Loop 5 5-15

U-3

D-3
RF NN

Qu et al.

(2011)
Sideswipe - - Loop 5 5-20

U-2

C-1

D-2

- SVM

Hossain and Muromachi

(2011)
- - Segment Loop 5 5-10

U-1

D-1
RF CART

Abdel-Aty et al.

(2012)
- -

Visibility

Related

Loop

&

AVI

5 5-15

U-3

C-1

D-3

-
Bayesian

C-logistic

Ahmed and Abdel-Aty

(2012)
- - - AVI 5 5-30

U-3

C-1

D-3

RF C-logistic

Ahmed et al.

(2012a)

All/

Rear-end
- - AVI 5 5-30

U-1

C-1

D-1

-
Bayesian

C-logistic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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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구분

검지기

Agg.

Level

(분)

분석 범위

변수선택
사고예측

모형
사고

유형

교통류

상태

주변

환경

시간

(분)
공간

Ahmed et al.

(2012b)
- -

Season

(Dry/

Snow)

AVI 6 6-18 C-1 -
Bayesian

logistic

Hossain and Muromachi

(2012)
- - - Loop 5 5-10

U-2

C-1

D-2

RMNL BN

Qu et al.

(2012)
Rear-end - - Loop 5 5-35

U-2

C-1

D-2

- SVM

Xu et al.

(2012a)
-

혼잡/

비혼잡
- Loop 5 0-30

U-2

D-2
- Logistic

Xu et al.

(2012b)
- - - Loop 5 0-5

U-1

D-1
-

Fisher의

판별분석

Ahmed and Abdel-Aty

(2013)
- - -

AVI

&

RTMS

6 6-18

U-3

C-1

D-3

- SGB

Hassan and Abdel-Aty

(2013)
- -

Visibility

Related/

Clear

Loop 5 5-30
U-3

D-3
RF C-logistic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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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 구분

검지기

Agg.

Level

(분)

분석 범위

변수선택
사고예측

모형
사고

유형

교통류

상태

주변

환경

시간

(분)
공간

Xu et al.

(2013a)
-

혼잡/

비혼잡
- Loop 5 10-15

U-1

D-1
RF GP

Xu et al.

(2013b)

심각도

(KA/BC/

PDO)

- - Loop 5 5-10
U-1

D-1
-

Sequential

logit

Xu et al.

(2013c)
- -

날씨

(C/R/V)
Loop 5 5-10

U-1

D-1
-

Bayesian

logistic

Yu and Abdel-Aty

(2013)
- - - RTMS 5 5-10

U-1

C-1

D-1

CART SVM

<표 계속>

변수선택 사고예측모형

PDF :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logistic :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CT : Classification Tree PNN : Probability Neural Network

RF : Random Forest NN : Neural Network

CART :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BN : Bayesian Network

RMNL : Random Multinomial Logit SVM : Support Vector Machine

데이터 구분 CART :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심각도(KA) : fatal & incapacitating injury GP : Genetic Programming

심각도(BC) : non-incapacitating & possible injury SGB : Stochastic Gradient Boosting

심각도(PDO) : property-damage-only 분석 범위 (공간)

날씨(C/R/V) : Clear/Rain/Visibility U : Upstream, C : Crash location, D :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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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사점 및 연구방향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은 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

통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

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부를 분ㆍ합류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본 구간과 분ㆍ합류 구간으

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대해 혼잡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교통류 상태

별로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 진화론적 학습 알고

리즘 중 하나인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계적 회귀 모형과 트리 모형, 그리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모

형 구축을 위해 사용되었다. 회귀 모형의 경우 모수의 선형성, 설명변수

간 독립성, 오차항의 분포 등 모형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가정과

제약이 존재하며,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모형의 특성상 적용

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트리 모형은 모형에 대한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신경망, SVM, SGB와 같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경우 “black-box” 효과로 인해 모형에 대한 해석이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결과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관계를 수학 연산자로 나타내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였다.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의 경우 적합도 함수의 간단한 적용

으로 분류 문제에 대한 최적 해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병렬적 탐색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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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예측모형 구축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 프로그래밍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모형을 구축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중요 변수

의 선택을 위하여 CART, RF 등 트리 기반의 변수 중요도 분석을 적용

하였다. 하지만 이는 선택된 변수에 대한 이론적, 통계적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소에 대한 효과를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

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교통류 특성 비교를 통하여 사고를 유

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외부요소를 제어할 수 있

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적용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류 변수 선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 및 교통류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고, 비교적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의 적용을 통

해 각 상황에 대한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 고

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적합한 사고 예방 전략의 구축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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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료 구축

3.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루프검지기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실시간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

여 주변 교통류 상황을 나타내는 루프검지기 자료와 사고이력 자료와의

체계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직전 일정시간 동

안에 사고 위치 인근의 루프검지기로부터 구득된 다음의 세 가지 교통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ㆍ교통량 : 5분간 검지기 설치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수 (대/5분)

ㆍ속도 : 5분간 검지기 위를 지나가는 차량들 속도의 평균 (km/시)

ㆍ점유율 : 5분간 검지기를 점유한 시간에 대한 백분율의 평균 (%)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교통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교통류 자료가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분석 자료의 신뢰도는 본 연구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력 자료 중 오기되어 있는 자료와 루프검지기 자료 중 비상식적인

수준의 값을 가지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두 자료의 매칭 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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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경부고속도

로는 [그림 Ⅲ-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과 부산을 시ㆍ종점으로 가지

며, 길이 416.0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연장을 가진 대표적 고속도로

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 중 가장 많은 통행량과 사고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부와 지방부에 걸쳐 비교적 다양한 교통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류와 사고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적합한 노

선이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총연장은 416.0km이지만, 본 연구를 위해 구득된 자료

중 언양JCT∼영천IC 사이 약 55km 구간에 대한 검지기 자료가 누락되

어 있어 해당 구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공간적 범위

에 대해 양방향 각각 329개 세트의 루프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루프검

지기간 평균거리는 약 1.1k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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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고이력자료 구축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대상지에 대한 사고 자료를 수집하

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본선부 전 구간에 대해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개 년도에 발생한 사고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사고이력자료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사고속보자료를 활용하

였다. 해당 자료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고에 대해 관리지사명, 사고일자, 시간, 방향, 이정, 최초사고지

점, 사고등급, 사고원인, 요일, 날씨, 선형, 노면상태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한 88개 항목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사고발생 당시의 교통류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개별 사고에 대해 노선명, 사고일자, 시간, 방향, 이정에 대한 정

보를 나타내는 ID를 부여하였다. 또한 최초사고지점 항목에서 고속도로

의 본선부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선택하였으며, 사고원인 항목에서 교통

류와 관련되지 않은 차량결함이나 동물침입, 노면잡물, 화재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고등급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A～D등급에 해당하는 사고 자료를 활용하

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

생한 총 5,861건의 사고 중 2,880건의 사고가 추출되었다. 이에 추가적으

로 사고이력 자료의 내용이 오기된 경우 해당 사고는 분석에서 제외되었

으며, 통행량이 적은 심야와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류 특

성이 아닌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역

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Abdel-Aty and Pande, 2005). 본 연구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발생한 사고를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1,256건의 사고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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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고이력자료에 대한 전처리

3.4.1 배경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 직전의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위치 전후의 루프검지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사고이력자료

에 기록된 사고발생 이정과 시간은 분석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간 및 이정과 사고이력 자료에 기록

된 시간과 이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원인과 효과(cause and effect)”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Hughes and Council, 1999). 휴대전화의 보편화

와 고속도로 영상검지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차이는 최소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속도로 사고이력자료의 경우 사후 조사원의 사고조

사보고서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정과 시간에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고 시간 및 이정의 추정을 통해 사고이력자료에 대

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3.4.2 사고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

고속도로의 교통류에서 사고 발생의 효과는 사고 발생 위치의 상류부

와 하류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류부에 위

치하는 검지기의 교통류 특성 변화와 하류부에 위치하는 검지기의 교통

류 특성 변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nde, 2005). [그림 Ⅲ

-2]와 같이 상류부의 경우 대기행렬이 형성되면서 속도에서의 감소현상

이 나타나며, 하류부의 경우 교통량 및 점유율의 감소로 인해 약간의 속

도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 전후의 교통류 파라미터 검토를 통해 사고이력자료에 기록된

사고 시간 및 이정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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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사고 발생에 따른 시공도 변화 (Pande, 2005)

3.4.3 데이터 전처리

실제 사고발생 시간과 이정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3년

동안 발생한 5,862건의 모든 사고에 대해 사고이력 자료에 기록된 이정

기준 상ㆍ하류부 3개씩의 검지기와 기록된 사고시간 전후 4시간 동안에

루프검지기에서 추출된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구간

과 시간에 대한 속도 및 점유율 프로파일 그래프를 통해 실제 사고발생

시간과 이정을 추정하였으며, 기록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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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은 사고이력 자료의 기록이 실제 사고발생 시간 및 이정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사고이력 자료에 오전 8시 45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사고시간 추정 결과 기록과 동일한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발생지와 가장 가까운 상류부 검지

기의 속도가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이력 자료에 기록된

사고위치 이정이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기록과 실제가 일치하는 경우

[그림 Ⅲ-4]는 사고이력자료와 실제 사고 발생 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

이는 경우이다. 사고이력자료에 오후 12시 55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었으나, 실제 사고 시간 추정 결과 오후 12시 45분에 사고가 발생

한 경우이다. 즉, 실제 사고 발생 시간과 기록된 사고 발생 시간 사이에

10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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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는 사고 발생 이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사고이

력자료에 기록된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검지기 d_3와 d_4 사이

에서 속도의 감소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사고 위치 추정

결과 상류부 검지기 d_2와 d_3 사이의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d_2 검지기와 d_3 검지기 사이의 가운데

위치를 사고발생 위치로 설정하였다.

[그림 Ⅲ-5] 사고발생 이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림 Ⅲ-6]는 사고 발생 시간과 이정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

다. 사고이력자료에는 오전 9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시간 분석 결과 오전 8시 35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검지기 d_5와 d_6 사이에서 속도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이정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41 -

3.5 루프검지기 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

하지 않은 상황에서 루프검지기를 통해 구득되는 교통류 자료이다. 루프

검지기를 통해 구득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

나는 앞에서 수행된 경부고속도로에서 3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시간 및

이정에 대한 전처리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이고, 나머지 하나는 3

년 동안 발생한 사고 중 필터링을 거친 1,256개 사고들에 대해 모형 구

축 및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

고 분석 시 교통류 특성을 제외한 외부요소의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짝

지어진 사례-통제 방법을 통해 자료를 구축한다.

3.5.1 짝지어진 사례-통제(matched case-control) 방법

사례-통제 방법은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rare event)을 연구하는데 있

어 효과적이고, 방법론의 간편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이론적인 건전성

때문에 병역학(epidemiology)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어 왔다. 사례-

통제 방법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설명 요소를 통해 관심

있는 사건(질병,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이다(Breslow and Day, 1980). 즉, 사례 그룹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로, 통제 그룹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설정하게 된다.

사례-통제 방법의 경우 짝지어지지 않은(unmatched) 사례-통제 방법

과 짝지어진 사례-통제 방법으로 구분된다. 짝지어지지 않은 사례-통제

방법론은 잠정적 연구대상에 속한 어떤 대상이 사례 그룹 및 통제 그룹

의 연구대상으로 뽑힐 확률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를 말한다. 짝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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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통제 방법론의 경우 사례 그룹을 먼저 선정한 후 어떤 조건에 관

해 동일한 성격을 갖는 대상을 잠정적 통제 그룹으로부터 추출하여 통제

그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제 그룹은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선택될

확률을 가지지 못하고 미리 결정된 사례 그룹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정된

다. 보통 짝지어진 사례-통제 방법은 설명변수 이외의 외부요인의 효과

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유근영, 1996).

교통안전 분야에서 사례-통제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개별차량 수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사고에 포함된 차량을 사례

그룹으로, 그리고 해당 사고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을 통제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다. Davis et al. (2006)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이탈한 사고에서

속도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사례-통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통제

방법은 개별 차량 수준에서 분석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개별 차량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Abdel-Aty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루프검지기에서 수

집되는 자료를 활용한 사례-통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하구조 등의 외

부요인들을 제어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

한 교통류 특성 정보를 사고예측모형에 사용한다면 모형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짝지어진 사례-통제 방법을 사용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사례 그룹으로, 해당 사고와 장소, 시간 등이

동일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통제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3.5.2 자료 구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사례 그룹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통제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사례 그룹의 경우 사고 발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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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고 발생 지점 전후 검지기들에서 추출된 5분 단위의 교통량, 속도,

점유율 자료를, 통제 그룹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교통

류 파라미터 자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시ㆍ공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ㆍ시간적 정의 : 대응되는 사고의 발생 전 300분(5시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ㆍ공간적 정의 : 대응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정을 기준으로 전후 50km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또한 외부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매칭요소(matching factors)는 계절,

요일, 시간, 이정을 고려하였다. 즉, 통제 그룹의 경우 사례와 동일한 계

절(사고발생 전후 4주), 요일, 시간, 이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사고발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소에 대한 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5분 단위 교통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절, 요일,

시간, 이정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외부요소를 제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

다. 따라서 운전자 및 개별 차량 특성 등 미시적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매칭변수에 대한 사고 자료의 분포를 [그림 Ⅲ-7]

에 제시하였다. 이정의 경우 기하구조 요소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므

로 이정 대신 기하구조에 대한 사고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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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절 (b) 요일

(c) 시간 (d) 기하구조

[그림 Ⅲ-7] 매칭요소 별 사고자료 분포

계절의 경우 7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

과 6월, 그리고 1월과 8월에 비교적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요일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의 경우 오전 첨두시인 07∼09

시와 12∼14시에 비교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및 주말, 그리고 첨두시 등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비교적 높을 때 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하구조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평탄 직선 구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하였고, 커브보다는 직선 구간에서 비교적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커브 구간의 경우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오르막 구간보다는 내리막 구간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

였는데, 이는 내리막 구간에서 기하구조의 영향으로 차량의 제어가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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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자료의 추출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지점 전후의 공간적 범위와 사고 발생 직전

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자료를 추출한다. 시간적 범위의 경우 사고 발생

직전 30분까지 5분 단위의 6개 자료가 추출된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

터 사고 발생 전 5분까지를 t1, 사고발생 전 5분부터 10분까지를 t2, 10

분부터 15분까지를 t3, 15분부터 20분까지를 t4, 20분부터 25분까지를 t5,

25분부터 30분까지를 t6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사고 발생 지점

기준 상・하류부 각 3개의 검지기에 대한 자료가 추출된다. 사고 지점

기준 가장 먼 상류부 검지기를 a, 두 번째 먼 검지기를 b,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류부 검지기를 c로 설정하였으며, 하류부에서 사고 지점

과 가장 가까운 검지기를 d, 두 번째 검지기를 e, 마지막으로 사고 지점

에서 가장 먼 하류부 검지기를 f로 나타내었다. [그림 Ⅲ-8]에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시공도상에 표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고위험도의 실시간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1에 대한 자료가 사고위험도에 영향

을 미친다 하여도 대응시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1에 대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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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의 추출을 위해서는 사고이력자료와 루프검지기 자료에 대한

매칭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단계] 노선별 방향별 검지기 자료 추출

루프검지기에서 생성된 원본자료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

고, 이를 방향별, 시간대별로 나열한 후 각 시간대에 대해 이정 순으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자료를 배열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료가 각 날짜별

로 존재하게 된다.

[2 단계] 사례 그룹 선정 후 개별 사고에 대한 ID 부여

사고 이력자료에서 필터링을 통해 추출된 각 사고에 대해 노선, 사고

일자, 시간, 방향, 이정 등의 지표로 구성된 ID를 부여하였다. 방향정보

는 서울방향을 “N”, 반대 방향을 “S”로 코딩하였으며, 이정은 0.1km까지

의 단위를, 사고시간은 24시간 기준 단위를 사용하여 ID를 설정하였다.

[3 단계] 사례 그룹에 대한 교통류 파라미터 추출

각 사고에 대한 사고ID를 통해 검지기 자료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교

통류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사고발생지점에서 가장 인접한 상ㆍ하류부 3

개씩의 검지기들에 대해 사고 발생 직전 30분 동안 5분 단위로 집계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자료를 추출하였다.

[4 단계] 통제 그룹 선정 및 해당 교통류 파라미터 추출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제 그룹의 선정을 위한 매칭요소로 계절, 요일,

시간, 이정을 설정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이 조건

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가 통제 그룹으로 선정된다. 통제 그룹 내 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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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해당하는 날짜 및 시간, 이정을 추출하여 이에 해당하는 교통류 파

라미터를 추출한다. 사례 그룹과 마찬가지로 사고발생지점에서 인접한 6

개 검지기들에 대해 사고 발생 직전 30분 동안 5분 단위로 집계된 교통

량, 속도, 점유율 자료를 추출한다.

이러한 자료추출 과정을 거쳐 구축되는 자료의 예시이다. 만약 2008년

1월 3일 목요일 10:05am에 경부선 서울방향 104.2k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때 사례로 추출되는 자료는 2008년 1월 3일 경부선 서

울방향 104.2km 지점의 상ㆍ하류부 각각 3개의 검지기들에서 추출되는

09:35am～10:05am 사이 5분 단위의 교통량, 속도, 점유율 파라미터이다.

이에 매치되는 통제 그룹에는 2008년 1월 3일 전후 4주 동안의 목요일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는 날짜들에 대해 경부선 서울

방향 104.2km 지점의 상ㆍ하류부 각각 3개의 검지기들에서 추출되는

09:35am～10:05am 사이 5분 단위의 교통량, 속도, 점유율 파라미터가 포

함되게 된다. 즉, 하나의 사고 사례에 대해 최대 총 8개의 통제가 매치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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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명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교통류 파라미터 자료는 루프검지기를 통해 추

출된다. 하지만 루프검지기의 경우 자체적인 결함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

으로 검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단일 검지기에서 구득되는

교통류 파라미터를 사고위험도 예측에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검지에 실

패하였을 경우 예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지

실패가 사고위험도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의미 있는 변

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지기에서 추출되는 교통류 파라미터에 대한 평

균 및 표준편차, 변동계수, 변화율을 분석에 사용되는 교통류 변수로 설

정하였다. 여기서 변동계수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변

수의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변화율은 교통류 파라미터의 차이를 검

지기간 거리로 나눈 값으로 교통류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히 이루어

지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 변수들에 대한 명명법을 XYα_β의 형

태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X는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변화율을 나타

내며, Y는 교통량, 속도, 점유율의 교통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해당 변

수가 검지기들에 대해 계산된 지표이면 α값은 검지기, β값은 시간대를

의미하며, 시간대에 대해 계산된 지표이면 α값은 시간대, β값은 검지기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Vabcd_2는 시간대 t2에서 검지기 a, b, c, d에

대한 평균 교통량을 의미하고, SS234_a는 검지기 a에서 시간대 t2, t3, t4

에 대한 속도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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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의미 Y 의미

A 평균 V 교통량

S 표준편차 S 속도

CV 변동계수 O 점유율

R 변화율 α, β : 검지기 또는 시간대

<표 Ⅲ-1> 교통류 변수에 대한 명명법

최종적으로 추출된 사고 샘플 1,256개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샘플

8,150개 각각에 대한 교통류 변수 자료가 구축된다. 이는 <표 Ⅲ-2>와

같은 형태로 구축되어 이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계층

(stratum)은 동일한 매칭요소를 가지는 샘플로 구성되며 하나의 사례 샘

플과 8개 이하의 통제 샘플이 매치된다. Y는 종속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현된다.

Stratum Y AVab_2 AVabc_2 AVabcd_2 AVabcde_2 AVabcdef_2 AVbc_2 ⋯

1 1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1 0 xx xx xx xx xx xx ⋯

2 1 xx xx xx xx xx xx ⋯

2 0 xx xx xx xx xx xx ⋯

2 0 xx xx xx xx xx xx ⋯

2 0 xx xx xx xx xx xx ⋯

<표 Ⅲ-2> 자료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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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결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루프검지기에서

구득되는 교통류 파라미터를 매치하여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교통류 변

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교통류 변수

를 추출하기 위하여 짝지어진 사례-통제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고이력자료와 루프검지기 자료 모두 고속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 매칭 작업이 비교적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고이력자료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환경에 대한

오기가 일부 발견되었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뢰성이 떨어

지는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 분석에 적용하

였다. 특히 사고이력자료와 루프검지기 자료의 매칭에 상당히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사고 발생 시간과 이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고 발생

전후 교통류 파라미터의 프로파일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 변수 이외의 외부효과를 제어하기 위하여 짝지

어진 사례-통제 방법을 적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통제 자료를 추

출하였으며,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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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방법론 구축

4.1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예측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고이

력자료와 루프검지기로부터 수집된 교통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출처로부터 구득된 자료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

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이 자료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짝지어진 자료에 대한 계층 개념의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소의 효과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고위험도

예측에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분석 방법은 예측모형으로서의

적용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교통류 변수

선정을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선정된 교통류

변수를 활용하여 사고위험도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유전자 프로그래

밍 기법을 적용하였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적합도 함수의 설정을 통해

분류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모형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고 병렬적 탐색을 통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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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4.2.1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우에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

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 통

계기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로짓변환

(logit transform)이다. 특정 사건의 발생확률에 대한 로짓변환 결과는 다

음의 식 (4.1)과 같다.

  ln



 


 (4.1)

여기서 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로짓변환에 의하여 각 설명변수와 이

에 대응하는 로짓 종속변수는 선형관계를 이루게 된다. 식 (4.1)을 바탕

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xp

exp
(4.2)

식 (4.1)의 계수가 양수라면, 식 (4.2)에서 사건의 발생 확률 는 1

에 가까워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식 (4.1)의 계수가 음수라면, 식 (4.2)에서 사건의 발생 확률 는 0에

가까워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는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S자 곡선을 이루게 되며, 이를 표현한 로지

스틱 곡선은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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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로지스틱 곡선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승산비(odds ratio,

OR)이다. 승산비는 설명변수 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사건 발생

확률에서의 변화량을 의미하며, 식 (4.1)에서 설명변수의 계수인 의 지

수화, 즉 exp으로 나타낼 수 있다. 승산비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설

정된 교통류 변수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2.2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 변수가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교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짝지어

진 사례-통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짝지어진 자료를 분석함에 있

어 짝지어지지 않은 자료 분석에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같은

일반적 분석방법론은 모형의 모수 추정 과정에서 편향(bias)을 발생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근영,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편향

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짝지어진 자료의 분석에 사용되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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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계층(stratum)의 개념을 사용한다. 계

층 내 자료들은 매칭요소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설명변수

외 나머지 교란변수의 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개별 계

층 내에 1개의 사례와 개의 통제를 가지는 계층이 개 존재한다고 가

정해 보자. 이에 따라 번째 계층에서 번째 관찰치가 사고일 확률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3)

여기서      는  교통류 변수의 벡터값을 의미하며,

      ,      을 나타낸다.

식 (4.3)에서 상수항 값은 각 계층별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계층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매칭요소들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나

타낸다. 하지만 매칭요소의 효과는 연구의 관심 대상이 아니므로 는

일종의 성가신 모수(nuisance parameter)이고, 따라서 모형 추정 시 그

추정치를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연구의 관심대상인 잠재적 설명

인자 의 효과에서 매칭요소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걸러냄으로써 의 효

과와 매칭요소들의 효과들이 서로 혼합(confounding)되는 것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사례-통제 계층 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특성을 가진 사례의 확률이 잠재적 설명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요약하면, 사례가 발생할 확률

에 대한 잠재적 설명인자 의 효과를 검증하되, 매칭요소의 효과 혹은

짝지어진 사례-통제 계층 사이의 차이를 성가신 모수 로 걸러냄으로

써 그 잠재적 설명인자의 순수한 효과(), 즉 사례 통제 계층 내에서 사

례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잠재적 설명인자의 효과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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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4.3)의 모형은 마치 각 개별적인 사례-통제 계층을 분리하여

계층 내에 존재하는 사례와 통제 관찰 단위만 가지는 작은 자료집합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작은 자료집합에 대해 식 (4.3)의 모형을 검증하되, 각

각의 작은 자료세트에서 는 서로 다른 값이 산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는 모든 작은 자료세트에서 동일한 값이 산출되도록 제약하는

것과 같다(박광배, 2006).

식 (4.3)에 대한 모수 추정 시 구축된 자료의 계층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조건부 우도함수(conditional likelihood function)가 구축되며, 이

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Ahmed et al. 2012a).


  

 




  

 exp
 






(4.4)

여기서 조건부 우도함수 는 성가신 모수 에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매칭요소의 효과는 추정될 수 없으며, 식 (4.3)은 사고발생 확률을 직접

적으로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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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진화론적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어떤 문제의 정확

한 해 또는 추정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모형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Koza, 1992). 이는 대부분의 배후이론이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과 같아 유전자 알고리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둘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개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유전자 알고리

즘 모형에서 개체는 고정된 길이의 이분법 스트링(string)으로 코딩되는

숫자이지만, 유전자 프로그래밍 모형에서의 개체는 함수 트리(tree)로 코

딩되는 수학적인 모형이다([그림Ⅳ-2]).

[그림 Ⅳ-2] 유전자 프로그래밍 모형 예제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유전 연산자들을

통한 최적 적합체들의 생존이라는 진화론적 이론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즉, 각 세대에서 다수의 트리가 적합도에 기초하여 확률적으로 선택되고,

교배(crossover), 재생성(reproduction), 돌연변이(mutation) 등의 연산자

에 의해 새로운 개체군의 트리가 형성된다. 새로운 개체군 모형이 또 알

고리즘의 다음 순서에 사용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종료조건을 만

족할 경우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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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바로 유전 연산자

(genetic operator)와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이다. 유전자 프로그래

밍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전 연산자는 교배, 재생성, 돌연변이 등이다. 교

배는 트리 개체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책임을 가진다. 유전자

알고리즘에서와 유사하게 교배 연산자는 [그림 Ⅳ-3]에서와 같이 두 개

의 트리를 선택해서 각 트리의 일부분을 교환시키는 것이다. 재생성은

단순히 현재 세대의 구성원을 다음 세대로 복사하는 것이다. 돌연변이는

개체군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연산자이다. 이는 [그림 Ⅳ-4]와

같이 임의의 노드를 선택하여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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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돌연변이 연산자

유전 연산자와 함께 유전자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적합도 함수이다. 적합도 함수는 개체군에 대한 트리가 얼마나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적합도 함수는 문제

의 형태별로 상당히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모형에 의해 예측된 값과 실

제 자료 간의 오차에 기초하여 개발된다. 본 연구와 같이 분류 문제의

경우 분류정확도(number of hits), 민감도(sen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

평균 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등의 적합도 함수가 주로 사용된다(Xu

et al. 2013a).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위에서 언급된 구성요소들을 통한 반복적인 계산

과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그림 Ⅳ-5]).

ㆍ초기화 : 잠재적 해결책을 나타내는 초기 개체군을 임의로 생성

ㆍ현재 개체군에 대한 각 트리를 실행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ㆍoffspring 트리 생성을 위해 사용될 parent 트리를 선택

ㆍ확률적으로 교배, 재생산, 돌연변이 등의 연산자를 선택

ㆍ세 개의 유전 연산자 중 하나를 실행하여 새로운 트리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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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리 결정된 개체군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앞의 과정을 반복

ㆍ과거 트리들을 새로 생성된 트리로 대체

ㆍ미리 정해진 최대 세대수에 도달할 때까지 앞의 과정을 반복

ㆍ최적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최종 유전자 알고리즘의 결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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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먼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실시간 사고위험도 예

측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고위험도

예측모형 구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짝지어진 자료의 분석에 있어 편향을 발생시키지 않고 외부요소에 대한

제어를 통해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

급되었듯이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검지기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류 자료만으로 직접적인 사고위험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교통류 변수 선택을 위해 사용되었던 트리 기반의 방법들은 해

당 변수에 대한 이론적, 통계적 검증이 어렵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소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사고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 구축에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였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통계적 회

귀분석과 달리 분석을 위한 자료의 분포, 함수 형태 등에 대한 가정 및

제약이 없으며, 교통류 변수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학습의 결과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수학연산자를 도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학습법에 비해 모형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고, 병렬적 탐색을 통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해

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보

다 정확도 높은 교통류 변수 선정과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구축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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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모형 구축

5.1 교통류 상태 분류

5.1.1 분류기준 설정

본 연구는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따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 각 조건에 대해

분리된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대한 구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을 사고지점 기준 상․하류부에 분․합류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본 구간과 분․합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교통류

상태는 서비스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도로용량편람 (2013)에 따

르면 서비스수준 A∼D를 안정한 상태, 서비스수준 E∼F를 불안정한 상

태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여 서비스수준 D와 E를 분류하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교통류 상태를 분

류하였다. 또한 교통류 상태의 혼잡도에 대한 차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수준 A∼D를 비혼잡 상태, 서비스수준 E

∼F를 혼잡 상태로 명명하였다.

고속도로에 대한 서비스수준 분석은 일반적으로 밀도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도로용량편람, 2013). 하지만 밀도의 경우 검지기를 통해 직접적으

로 수집할 수 없으며, 추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속도 변수는 검지기에서 직접적으로 수집 가능하고 교통류 상태의 변화

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Abdel-Aty et al. (2005)과 P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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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bdel-Aty (2006) 등의 연구에서도 속도 변수를 기준으로 교통류

상태를 분류하여 사고위험도 예측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속도 변수를 기준으로 교통류 상태를 분류하였다.

서비스

수준

밀도

(pcpkmpl)

설계 속도

120 kph

설계 속도

100 kph

설계 속도

80 kph

교통량

(pcphpl)
v/c비

교통량

(pcphpl)
v/c비

교통량

(pcphpl)
v/c비

A ≤6 ≤700 ≤0.3 ≤600 ≤0.27 ≤500 ≤0.25

B ≤10 ≤1,150 ≤0.5 ≤1,000 ≤0.45 ≤800 ≤0.40

C ≤14 ≤1,500 ≤0.65 ≤1,350 ≤0.61 ≤1,150 ≤0.58

D ≤19 ≤1,900 ≤0.83 ≤1,750 ≤0.8 ≤1,500 ≤0.75

E ≤28 ≤2,300 ≤1.00 ≤2,200 ≤1.00 ≤2,000 ≤1.00

F ＞28 - - - - - -

<표 Ⅴ-1>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서비스수준 (도로용량편람, 2013)

속도를 기준으로 교통류 상태를 분류하기 위하여 교통량-속도 곡선을

활용하여 서비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통량-속도 곡선은 2010년 10

월 21일(목요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임시IC∼양재IC 구간에 위

치하는 루프검지기를 통해 하루 동안 구득된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활용

하여 작성되었다. 2010년 10월 21일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작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통량 조사가 실시되는 날짜이고, 해당 구간 주변에 사고발

생이 전무하여 교통류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 판

단하였다. 또한 판교임시IC∼양재IC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도로의 용량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교통량-속도 곡선 작성에

활용하였다. 도로용량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밀도를 기준으로 서비스수

준을 분류하는 직선을 나타내었으며, 교통량-속도 곡선과 각 서비스수준

직선이 만나는 지점의 값이 서비스수준을 분류하는 임계값이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준 D와 E를 구분하는 속도의 임계값은 86km/h로 분석되

었다([그림 Ⅴ-1]).



- 63 -

[그림 Ⅴ-1] 교통류 상태 분류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교통류 상태 분류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법 및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혼잡 상태와 비혼잡 상태에 따라 사고율 및 사고위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법 적용 결과 교통류 상태

분류를 위해 설정된 임계값인 86km/h를 기준으로 사고율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 유형 교통류 상태 속도 구간
피어슨의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기본 구간
혼잡 상태 86km/h 미만

22.5171 0.000
비혼잡 상태 86km/h 이상

<표 Ⅴ-2>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법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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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기본 구간 0.854673 2.350605 0.000 1.804418 3.062120

분ㆍ합류 구간 0.937248 2.552945 0.000 1.530820 4.257542

<표 Ⅴ-3> 교통류 상태별 사고위험도 비교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교통류 상태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표 Ⅴ-3>). 분석 결과 기본 구간과 분・합류 구간 모두에서 비혼잡

상태에 비해 혼잡 상태에서의 사고위험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본 구간의 경우 비혼잡 상태에서 혼잡 상태로 변화할 경우 사

고위험도가 평균적으로 약 2.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ㆍ합류

구간의 경우 약 2.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서비스수준

에 따라 분류한 각 교통류 상태 별로 사고율 및 사고위험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교통류 상태 분류 임계값이 상당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5.1.2 사고자료 특성

사고이력자료를 기준으로 설정된 사고원인, 사고유형, 사고 발생 지점

의 선형, 날씨 등에 대해 기본 구간 및 분ㆍ합류 구간에 대한 교통류 상

태별 사고 특성을 검토하였다. 사고원인은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과속, 핸들과대조작, 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등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사고유형은 단일차량(single-vehicle) 사고와 차량과 시설

(vehicle-facility) 사고, 그리고 접촉, 추돌 등의 다수차량(multi-vehicle)

사고로 분류하였다. 도로 선형은 직선과 커브로 구분하였으며, 날씨는 맑

은(clear) 날씨와 눈, 비, 안개 등 궂은(adverse) 날씨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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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고 원인 (b) 사고 유형

(c) 도로 선형 (d) 날씨

[그림 Ⅴ-2] 기본 구간 사고자료 특성

(a) 사고 원인 (b)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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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간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혼잡 상태에서는

과속, 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등 차량의 제동과 관련된 사고 원인이

비혼잡 상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유형 및 날씨 특성과도 연계되어 혼잡 상태의 경우 비혼잡 상태에 비해

다수차량 사고와 궂은 날씨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두 가지 특성 역시 차량의 제동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차량이 비교적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비혼

잡 상태에서는 핸들과대조작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커브 구간에 대해 단일차량 및 차량과 시설 사고가 혼잡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에 대해 기하구조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

려하였다. 즉, 핸들과대조작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

정되는 오르막 커브와 내리막 커브에 대해 별도의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

축하였다.

분ㆍ합류 구간의 경우 혼잡 상태와 비혼잡 상태 모두에서 핸들과대조

작에 의한 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ㆍ합류 구

간의 경우 차선 변경이 기본 구간에 비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교통류 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혼잡 상태에서는 기본 구

간과 마찬가지로 과속, 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차량의 제동과 관

련된 사고 원인이 비혼잡 상태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의 경우 차선 변경 및 제동

과 관련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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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통류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부를 기본 구간과 분ㆍ합류 구간으로 구

분하고, 교통류 상태를 비혼잡 상태와 혼잡 상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

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기하구조에 따라 오르막 커브, 내리막 커브

에 대해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설정된 각 조건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사고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의 교통류 특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의 교통류 특성

을 비교분석하였다. 교통류의 특성이 비교적 민감하게 나타나는 속도 변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분ㆍ합류 구간의 경우 분류부 및 합류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점유율 변수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

해 줄 수 있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외부요소를 제어함으로써 변수 선정 시 생길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교통류 변수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교통류 변수에 대한 단순(simple) 조건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

고위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형 구축을 위한

교통류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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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1 속도 (b) t2 속도

(c) n-crash 속도 변화 (d) crash 속도 변화

[그림 Ⅴ-4]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특성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특성이 [그림 Ⅴ-4]에 나와 있다. 사

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교통류 특성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평균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발생 지점 전후 검지기에서

속도의 시간적 변동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고발생 5∼10분 전(t2)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검지기 c와 d 사이에

속도의 변동이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조건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정된 교통류 변수가 <표 Ⅴ-4>에 나와 있다.

Var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AScd_2 -0.094884 0.909479 0.000 0.891475 0.927846

<표 Ⅴ-4>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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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1 속도 (b) t2 속도

(c) n-crash 속도 변화 (d) crash 속도 변화

[그림 Ⅴ-5]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오르막 커브의 교통류 특성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오르막 커브에 대한 교통류 특성은 [그림 Ⅴ

-5]와 같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사고지점 기준 상류부에서의 속

도 평균이 비교적 낮고,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검지기들 사이의 속

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속도의 시간적 변동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통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된 교통류

변수가 <표 Ⅴ-5>에 나와 있다.

Var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ASabc_2 -0.133863 0.874710 0.000 0.818480 0.934804

<표 Ⅴ-5>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오르막 커브의 교통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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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1 속도 (b) t2 속도

(c) n-crash 속도 변화 (d) crash 속도 변화

[그림 Ⅴ-6]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내리막 커브의 교통류 특성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오르막 커브에 대한 교통류 특성이 [그림 Ⅴ

-6]에 나와 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교통류 특성을 살펴보면 사

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평균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발생 지

점 상류부에서 교통류의 시간적 변동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ㆍ하류부 검지기들 사이에 교

통류 변수에 대한 변동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조

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정된 교통류 변수 내역은 <표 Ⅴ-6>

과 같다.

Var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표 Ⅴ-6>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내리막 커브의 교통류 변수



- 71 -

(a) t1 속도 (b) t2 속도

(c) n-crash 속도 변화 (d) crash 속도 변화

[그림 Ⅴ-7] 기본 구간 혼잡 상태의 교통류 특성

기본 구간의 혼잡 상태에서 교통류 특성은 [그림 Ⅴ-7]과 같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지점 상류부의 평균속도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검지기 사

이의 속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고지점 하류부에서 시

간 변화에 따른 교통류 변수의 변화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된 교통류 변

수가 <표 Ⅴ-7>에 나와 있다.

Var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ASbc_2 0.019870 1.020068 0.007 1.005393 1.034957

<표 Ⅴ-7> 기본 구간 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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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1 속도 (b) t2 속도

(c) t1 점유율 (d) t2 점유율

[그림 Ⅴ-8]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특성

분ㆍ합류 구간의 비혼잡 상태에서 사고발생 여부에 따른 교통류 특성

이 [그림 Ⅴ-8]에 나와 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평균속도가 사

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지점 상

류부에 위치하는 검지기 a와 b 사이의 속도 변화와 상류부 검지기 b와

하류부 검지기 d 간 속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에서 사고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교통류 변수는 <표 Ⅴ-8>과 같다.

Var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ASbcdef_2 -0.109389 0.896382 0.000 0.860806 0.933427

<표 Ⅴ-8>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



- 73 -

(a) t1 속도 (b) t2 속도

(c) t1 점유율 (d) t2 점유율

[그림 Ⅴ-9]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의 교통류 특성

분ㆍ합류 구간의 혼잡 상태에서 사고발생 여부에 따른 교통류 특성은

[그림 Ⅴ-9]와 같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검지기 b에서 e 사이의 평

균점유율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고지점 상류부 검지기 a와 b 사이의 점유율 변동이 크고, 검

지기 c와 e 사이의 점유율 변동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통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교통

류 변수가 <표 Ⅴ-9>에 나와 있다.

Var Coef. OR P>|z| OR, 95% Conf. Interval

AObcde_2 -0.165215 0.847711 0.005 0.755540 0.951126

<표 Ⅴ-9>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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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교통류 상태, 그리고 기하구조

에 대해 사고위험도 예측모형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된 교통류 변수들이 <표 Ⅴ-10>에 요약되어 있다.

구간 유형 교통류 상태 기하구조 변수 Coef. P>|z|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

AScd_2 -0.094884 0.000

SS23_d 0.073453 0.008

RScd_2 0.068047 0.007

오르막

커브

ASabc_2 -0.133863 0.000

CVS23_b 35.86231 0.003

RScd_2 0.246151 0.040

내리막

커브

ASbcdef_2 -0.080235 0.002

CVO2345_b 5.861871 0.003

CVOcd_2 6.464733 0.002

혼잡

상태
-

ASbc_2 0.019870 0.007

SO234_e 0.147948 0.003

CVScd_2 3.442276 0.007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
-

ASbcdef_2 -0.109389 0.000

CVSab_2 11.377750 0.015

RSbd_2 0.137524 0.035

혼잡

상태
-

AObcde_2 -0.165215 0.005

CVOab_2 17.85669 0.014

CVOcde_2 -11.32212 0.035

<표 Ⅴ-10> 교통류 변수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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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부를 기본 구간과 분ㆍ합류 구간으로 구분

하였으며, 교통류 상태를 비혼잡 상태와 혼잡 상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

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기하구조에 대한 구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Ⅴ-10]과 같이 기본 구간 비혼잡 상

태에 대한 3개 모형과 기본 구간의 혼잡 상태, 분ㆍ합류 구간의 비혼잡 상

태와 혼잡 상태 이렇게 총 6개의 사고위험도 예측모형이 구축된다.

[그림 Ⅴ-10] 모형 구축 절차

분석을 위해 구축된 자료는 모형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학습 자료와

모형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 자료로 나누어진다. 학

습 자료와 검증 자료는 2:1의 비율로 랜덤하게 추출하였으며, 학습 자료

를 통해 개발된 모형을 검증 자료에 적용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

된 모형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구축된 자료의 구성은 <표 Ⅴ-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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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구간 분ㆍ합류 구간

합계
비혼잡 상태

혼잡

상태

비혼잡

상태

혼잡

상태기본
오르막

커브

내리막

커브

학습

자료

n-crash 2,897 431 509 473 826 299 5,435

crash 416 60 72 106 117 69 840

검증

자료

n-crash 1,448 215 254 236 413 149 2,715

crash 207 29 35 53 58 34 416

<표 Ⅴ-11> 분석자료 구성

모형의 구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

였으며, 이는 MATLAB으로 코딩된 GPLab toolbox 3.0을 통해 구현되었

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구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다음의 <표 Ⅴ-12>와 같다.

파라미터 선택값

Number of individuals 1,000

Number of generations 100

Tree depth limited to 30

Selection lexictour

Genetic operator crossover, mutation

Probability of crossover automatic adaptation procedure

Probability of mutation automatic adaptation procedure

Function set +, -, ×, ÷, square root, natural logarithm

Terminal set selected variables

<표 Ⅴ-12> 유전자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된 파라미터

먼저 한 세대에 존재하는 개체군의 크기는 보다 다양한 개체들을 생성

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큰 1,000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종료조

건으로 사용되는 세대수 파라미터는 100으로 설정하였다. 적합도 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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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으면서 모형의 크기만 커지는 “bloat”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트리의 깊이를 30으로 한정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 개체의 선

택 방법론으로 lexictour 방법을 사용하였다. lexictour 방법은 개체군 중

에서 임의의 개체를 선택하여 이 중 가장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적합도를 가지는 개체에 대해서

는 노드수가 적은 개체를 선택하여 bloat 현상을 최소화한다(Silva,

2007). 모형 구축을 위한 유전자 연산자는 새로운 개체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배와 돌연변이만을 사용하였으며, +, -, ×, ÷,

루트, 자연로그 등 6개의 표준적인 수학연산자가 사용되었다. 유전자 연

산자의 선택확률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구현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연산

된다. 만약 해당 연산자가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킨다면 해당 연산자의

확률값은 증가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해당 연산자의 확률값은 감소

할 것이다. 알고리즘의 연산에 사용되는 변수는 앞서 선정된 교통류 변

수들이 사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류 문제에 효과적인 제곱오차를

기준으로 적합도 함수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

통류 상태에 따라 구축된 사고위험도 예측모형이 [그림 Ⅴ-11]∼[그림

Ⅴ-16]에 나와 있다. <표 Ⅴ-13>는 각 모형에서 사용된 교통류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구간 유형 교통류 상태 기하구조 X1 X2 X3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 AScd_2 SS23_d RScd_2

오르막 커브 ASabc_2 CVS23_b RScd_2

내리막 커브 ASbcdef_2 CVO2345_b CVOcd_2

혼잡 상태 - ASbc_2 SO234_e CVScd_2

<표 Ⅴ-13> 모형 구축에 사용된 교통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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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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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오르막 커브의 모형



- 80 -

[그림 Ⅴ-13]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내리막 커브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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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기본 구간 혼잡 상태의 모형



- 82 -

[그림 Ⅴ-15]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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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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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프로그래밍은 학습의 결과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 연산자로 도출하기 때문에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교통류 변

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평균적인 상태로 고정시킨 후 해당 변수만을

정상적인 범위에 대해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a) AScd_2 (b) SS23_d

(c) RScd_2

[그림 Ⅴ-17]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 관계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ㆍ하류부

검지기에 대한 평균속도(AScd_2)가 낮을수록,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하류부 검지기에서 속도의 시간적 변동(SS23_d)이 클수록,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ㆍ하류부 검지기들 간에 속도의 변화율(RScd_2)이 클수록

사고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17]). 즉, 통행 밀도가

높거나 저속차량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구간에서 하류부 속도의 시간적



- 85 -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상ㆍ하류부 검지기 간 속도의 변화율이 커지는 상

황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 ASabc_2 (b) CVS23_b

(c) RScd_2

[그림Ⅴ-18] 기본구간비혼잡상태오르막커브의교통류변수와사고위험도관계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오르막 커브에서는 사고지점 상류부 검지기들

에 대한 평균속도(ASabc_2)가 낮을수록, 상류부 검지기 b에서 속도의 시

간적 변동(CVS23_b)이 클수록,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ㆍ하류부 검

지기들 간 속도의 변화율(RScd_2)이 클수록 사고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Ⅴ-18]). 이러한 결과를 앞서 제시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오르막 커브에서 저속차량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속도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 속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변화율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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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bcdef_2 (b) CVO2345_b

(c) CVOcd_2

[그림Ⅴ-19] 기본구간비혼잡상태내리막커브의교통류변수와사고위험도관계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 내리막 커브의 경우 검지기 b-f에 대한 평균속

도(ASbcdef_2)가 낮을수록, 상류부 검지기 b에서 점유율의 시간적 변동

(CVO2345_b)이 클수록,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ㆍ하류부 검지기들

간 점유율의 변동(CVOcd_2)이 클수록 사고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그림 Ⅴ-19]). 이 결과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

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사고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이 비교적 많고 내리막

커브의 영향으로 차량의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고지점 전후의 통행 밀도

가 높을수록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출도가

클수록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di et

al., 1995; Mensah and Hauer, 1998; Lord et al., 2005; Kononov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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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또한 기하구조 및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교통류에 일시적 변동

(disruption)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기존의 연구(Abdel-Aty et al., 2005; Xu et al., 2013a)에서도

밝혀진 특성으로 비혼잡 상태에서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교통류에서의 일시적 변동이라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ASbc_2 (b) SO234_e

(c) CVScd_2

[그림 Ⅴ-20] 기본 구간 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 관계

기본 구간 혼잡 상태에 대한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의 관계는 [그

림 Ⅴ-20]에 나와 있다. 상류부 검지기 b와 c에 대한 평균속도(ASbc_2)

가 높을수록, 하류부 검지기 e에서 점유율의 시간적 변동(SO234_e)이 클

수록,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ㆍ하류부 검지기들 간의 속도 차이

(CVScd_2)가 클수록 사고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ㆍ

하류부 간의 속도 차이가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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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Xu et al., 2013a). 앞서 제시된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과 모형에 대한 해석 결과를 통해 상류부에서 비

교적 높은 속도로 주행하던 교통류가 하류부의 혼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폭의 속도 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bdel-Aty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속도가 비교적 낮은 상

태에서 혼잡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행렬이 사고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즉, 기본 구간 혼잡 상태의 경우

사고발생지점 상류부와 하류부간 혼잡도의 차이가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ASbcdef_2 (b) CVSab_2

(c) RSbd_2

[그림 Ⅴ-21]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 관계

분ㆍ합류 구간의 비혼잡 상태에 대한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의 관

계는 [그림 Ⅴ-21]과 같다. 검지기 b-f에 대한 평균속도(ASbcdef_2)가 낮

을수록, 상류부 검지기 a와 b 사이의 속도 변동(CVSab_2)이 클수록,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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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b와 d 간에 속도의 변화율(RSbd_2)이 클수록 사고위험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에

서 사고지점 상류부와 하류부에 각각 분류부 및 합류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행 밀도가 비교적 많은 상태에서 상류부에

존재하는 분류부에서 차로변경 등에 의한 속도의 변동이 발생하고, 합류

부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의 영향으로 합류부의 상류부 쪽으로 속도의 변

화율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고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분・합류부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류에서의 변동이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AObcde_2 (b) CVOab_2

(c) CVOcde_2

[그림 Ⅴ-22]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의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 관계

분ㆍ합류 구간의 혼잡 상태에 대한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의 관계

가 [그림 Ⅴ-22]에 나와 있다. 검지기 b-e에 대한 평균점유율(AObcde_2)

이 낮을수록, 상류부 검지기 a와 b 사이의 점유율 변동(CVOab_2)이 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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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검지기 c-e 사이의 점유율 변동(CVOcde_2)이 작을수록 사고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ㆍ합류 구간의 혼잡 상태 역시 사고를 유

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통해 상류부에 분류부가 하류부에 합류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류부에서 많은 차량이 유출되고,

합류부에서 비교적 적은 차량이 유입되면서 분ㆍ합류부 사이 구간의 혼

잡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류부에서는 평균속도가 증가하는 현

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류부에 존재하는 합류부의 영향으로 합류부의

상류부 방향으로 대기행렬이 발생함에 따라 속도가 다시 감소되는 상황

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합류부의 영향

으로 인한 혼잡도의 변화가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속도로 본선부의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

황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구간의 비혼잡 상태에서는 기하구조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발생

하는 교통류에서의 일시적 변동에 의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잡 상태의 경우 혼잡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행렬

의 영향으로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분ㆍ합류부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류에서의

일시적 변동에 의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혼잡

상태에서는 분ㆍ합류부의 영향으로 혼잡도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사고위

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혼잡 상태에서는 교통류에서의

일시적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혼잡 상태에서는 혼잡도에서의 변화

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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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형의 검증

유전자 프로그래밍과 같은 학습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모형을 구축할

경우 모형 구축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축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 자

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

구축 방법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의 우수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별로 구축된 유전자 프로그래

밍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2x2 분류표를 활용하였다(Agresti, 2002). 2x2

분류표는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 등과 같은 이분화된 반응변수를 분류하

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2x2 분류표는 <표 Ⅴ-14>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실제 사고발생 여부와 모형에 의해 예측된 사고발생 여부의

분포에 따라 모형의 성능을 규정할 수 있는 5가지 지표가 일반적으로 활

용된다. 먼저, specificity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사고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며, false positive rate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사고라고 잘못 예측한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false negative rate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예측한 비율로 정의되며, sensitivity는 실제 사고가 발생

한 상황을 사고가 발생한다고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classification rate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 모

두를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로 정의된다. 즉, specificity와 sensitivity, 그

리고 classification rate은 각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고,

false positive rate과 false negative rate은 각 상황을 잘못 예측한 비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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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edicted

합계
0 (n-crash) 1 (crash)

Actual
0 (n-crash) a b a+b

1 (crash) c d c+d

<표 Ⅴ-14> 2x2 분류표

앞에서 언급된 2x2 분류표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지표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ㆍSpecificity = a/(a+b)

ㆍFalse Positive Rate = b/(a+b)

ㆍFalse Negative Rate = c/(c+d)

ㆍSensitivity = d/(c+d)

ㆍClassification Rate = (a+d)/(a+b+c+d)

2x2 분류표를 활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의해

도출되는 사고위험도 값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임계

값(cutoff value)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모형의 임계값은

모형이 실제 적용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의 예측정확도가 임계값의 수준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Ⅴ-23]는 기본 구간에 대해 구축된 사고위험도 예측모형들의 예측

정확도가 임계값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임계값을 설정할수록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sensitivity는 감소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specificity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 모두를 정확하게 예측한 classification rate은 임계값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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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ity의 증가와 거의 유사한 증가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 샘플

대비 사고가 아닌 샘플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a) 비혼잡 - 기본 (b) 비혼잡 - 오르막 커브

(c) 비혼잡 - 내리막 커브 (d) 혼잡

[그림 Ⅴ-23] 기본 구간 모형들의 예측 정확도 비교

[그림 Ⅴ-24]는 분ㆍ합류 구간에 대해 구축된 사고위험도 예측모형들의

예측정확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지표들의 변화는 기본 구간에 대한

모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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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형의 성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분류 문제

에 많이 사용되는 로지스틱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모형의 예측성

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임계값에 대해 모형의 예측정

확도를 나타내주는 ROC 곡선을 활용하였다. ROC 곡선은 임계값을 변

화시키면서 x축에 (1-specificity)를, y축에 sensitivity를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박광배, 2006). 앞에서 정의하였듯이 sensitivity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사고라고 정확히 예측한 비율을 나타내며, specificity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사고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을 나타내

기 때문에 (1-specificity)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잘못 예측한 false positive rate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러

한 오류를 낮추고 sensitivity를 높일수록 우수한 모형이므로 ROC 곡선

이 왼쪽 상단부에 위치할수록 성능이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한다. 또한

모형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로 ROC 곡선의 하단부 면적을

나타내는 AUC(Area Under the ROC Curve) 값이 사용된다(Yu et al.,

2013). ROC 곡선이 왼쪽 상단부에 위치할수록 성능이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AUC 값이 클수록 해당 모형의 적합도와 예측성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형의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하여 ROC 곡선과 AUC 값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그림 Ⅴ-25]와 [그림 Ⅴ-26]은 기본 구간 및 분ㆍ합류 구간에 대해 구

축된 유전자 프로그래밍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ROC 곡선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 조건 모두에서 유전자 프로그래밍 모형에 대한

ROC 곡선이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곡선보다 왼쪽 상단부에 위치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성능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주는

AUC 값 역시 유전자 프로그래밍 모형이 로지스틱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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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혼잡 - 기본 (b) 비혼잡 - 오르막 커브

(c) 비혼잡 - 내리막 커브 (d) 혼잡

[그림 Ⅴ-25] 기본 구간에 대한 ROC 곡선 비교

(a) 비혼잡 (b) 혼잡

[그림 Ⅴ-26] 분ㆍ합류 구간에 대한 ROC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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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UC

GP model Logistic model

기본

구간

비혼잡

기본 0.6084 0.5863

오르막 커브 0.6795 0.6162

내리막 커브 0.6781 0.6003

혼잡 0.7422 0.6531

분・합류
구간

비혼잡 0.7007 0.6756

혼잡 0.7892 0.7437

<표 Ⅴ-15> 로지스틱 모형과의 AUC 비교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 별 예측 성능을 비교해 보면,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AUC=0.7892), 기본 구간 혼잡 상태(AUC=0.7422), 분ㆍ합류 구

간 비혼잡 상태(AUC=0.7007),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오르막 커브(AUC=0.6795)와 내리막

커브(AUC=0.6781)에 대한 모형이 기본 모형(AUC=0.6084)보다 예측 성

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 구간과 분ㆍ합류 구간 모두 혼잡

상태에 대한 모형이 비혼잡 상태에 대한 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혼잡 상태의 경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교통류 특성 요소와 사고 발생과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

만 비혼잡 상태의 경우 교통류 특성 이외에 기하구조, 날씨 등 외부 환경

요소들 역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혼잡 상태

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를 구

분한 모형과 이를 구분하지 않은 단일 모형과의 예측정확도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론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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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Positive Rate

(1-Specificity)

Sensitivity Classification Rate

본 연구 단일 모형 본 연구 단일 모형

10% 23.0% 16.0% 81.2% 80.1%

20% 39.5% 29.0% 74.8% 73.2%

30% 53.8% 42.6% 67.9% 66.3%

40% 63.6% 53.6% 60.6% 59.2%

<표 Ⅴ-16> 단일 모형과의 예측 정확도 비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사고라고 잘못 예측하는 비율인 false

positive rate을 10∼40%로 변화시키면서 각 모형에서 이에 해당하는 임

계값에 대한 sensitivity와 classification rate을 제시하였다. false

positive rate을 10%로 설정한 경우,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사

고가 발생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비율인 sensitivity는 23.0%, 단일

모형에 의한 sensitivity는 16.0%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 의해 약

7.0%의 사고를 보다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alse positive rate을 20%로 설정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

에 의해 약 10.5%의 사고를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alse positive rate을 30%로 설정하였을 경우는 약 11.2%, 40%로 설정

하였을 경우는 약 10.0% 더 많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classification rate의 경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과 단일 모형과

의 예측정확도 차이가 약 1.1∼1.6%로 sensitivity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고가 아닌 샘플이 전체 샘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아닌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specificity가 고

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사고

를 사고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비율이 단일 모형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사고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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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교통 안전 및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부

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사전 대응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차량

검지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류 파라미터

를 활용하여 사고위험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도로 하부에 매설되는 루프검지기의 경우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구축되어

있어 자료 구득 및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

다.

사고위험도 예측을 위한 초기 연구에서는 단일 모형을 통해 사고를 예

측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통

류의 세부 특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자 최근에는 사고 유형 및 교통류 상태, 그리고 기타 주변 환경 조

건에 대해 구분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아직까지 고속도로 본선부의 구간 유형, 교통류 상태, 기하구조 등

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

구의 한계로 제시된 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를 복합적으로

구분한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각 분석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

론을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높일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교통류

특성을 제외한 다른 외부 요소에 의한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짝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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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통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별 사고에

대해 루프검지기에서 수집된 속도 및 점유율 파라미터에 대한 프로파일

그래프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간 및 이정을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사고이력자료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고이력자료와

교통류 자료의 효과적인 매치를 통해 신뢰성 있는 분석 자료 구축 프로

세스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교통류 변수를 선정하였다. 고속도로의 구간 유형은 사고 지점 상

류부 및 하류부에 분ㆍ합류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 기본 구간과 분ㆍ합류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교통류 상태는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서비스

수준 A∼D에 해당하는 비혼잡 상태와 서비스수준 E와 F에 해당하는 혼

잡 상태로 분류하였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발생하지 않은 상황의 교통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교통류 변수가 최종적

으로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적용을 통해

교통류 특성 이외에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부 요소를

제어하여 교통류 변수 선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고속도

로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 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

류 특성과 그에 따른 교통류 변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고속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따라 분리된 사고위험

도 예측 모형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정된 교통류 변수를 활용하여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 고속

도로 본선부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별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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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학습의 결과로 교통류 변수와 사고위험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 연산자 트리를 생성하기 때문에 교통류 변수

와 사고위험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모형의 해석 결

과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기하구조 및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교통류에 일시적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본 구간 혼잡 상태에서는 사고 지점 상류부와 하류부간

혼잡도의 차이가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의 경우 분・합류부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류

에서의 일시적 변동이 사고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합류 구간의 혼잡 상태에서는 분・합류부의 영향으로 혼잡도에 변화

가 생김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각 조건 별로 사고위험도를 높이는 교통류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별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분ㆍ합류 구간 혼잡 상태, 기본 구간 혼잡 상태, 분ㆍ합류 구간 비혼잡

상태, 기본 구간 비혼잡 상태의 순으로 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분ㆍ합류 구간과 기본 구간 모두에 대해 혼잡 상태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비혼잡 상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혼잡 상태의 경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교통

류 특성과 사고위험도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혼

잡 상태의 경우 혼잡 상태에 비해 교통류 특성 이외에 기하구조, 날씨와

같은 외부요소들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검지기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류 파라미터를 활용한 사고위험도

예측은 비혼잡 상태보다는 혼잡 상태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혼잡 상태의 경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 101 -

외부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유전자 프로

그래밍을 통해 구축된 모형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증명하였으

며,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모형과의 사고 예

측 정확도 비교를 통해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에 따라 분리된 모형의

구축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상황에 따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규

명하였고, 이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사고위험도 예측 모형을 적용함으

로써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비혼잡 상태의 경우 전

방 교통류의 변동성으로 인한 높은 사고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

게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혼잡 상태의 경우 혼잡으로 인한 대기 행렬에

도달하기 이전에 가변속도제한을 통해 속도를 서서히 감소시키는 방안

등이 전략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

어야 할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부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교통류 특성과 상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 샘플만을 분석에 활

용하였다. 또한 실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본 연

구에서 설정된 샘플의 크기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본

선부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집되는 실시

간 검지기 자료를 통해 모형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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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모형을 보다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였던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교통

류 특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속도로 노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검지기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구득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고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값 설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계값의 설정에 따라 false positive rate과 false

negative rate은 trade-off 관계에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형

의 예측 정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임계

값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고위험도가 높은 교통류 특성이 나타났을 때의 정보 전

달 및 대응 전략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기존의 전략과 더불어 사전 대응을 위한 사고 예방 시

스템의 구축을 통해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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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 occurrence on freeways negatively affects traffic safety and

operation. Thus,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as well as

reactive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to prevent crash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leading to crash occurrence and to develop crash risk prediction

models using the real-time traffic flow parameters (such as traffic

volume, speed, and occupancy) collected by loop detectors. Only a

few studies have considered different effects of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on crash risk by freeway segment types and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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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states. In this research, the mainline of freeways was divided

into basic segments and ramp vicinities, and traffic flow states were

classified into uncongested and congested conditions. To select the

significant variables, the hazardous traffic conditions leading to crash

occurrence were first identified through comparison analysis of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for crash and non-crash case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were selected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selected traffic

flow variables for each condition. Based on the selected variables, the

crash risk prediction models were developed using genetic

programming. Genetic programming makes the model understandable

and has a superior prediction performance.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make it possible to predict crash risk more accurately for

different freeway segment types and traffic flow states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raffic safety on freeway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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