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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다.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

라 사고의 빈도는 감소하지만 사고당 손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

험을 심도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관점에서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을 제안한다. 모형은 GRU

를 기반으로 하며 모형의 최적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 또한 제안

하는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과 그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다. 제안

한 모형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플로리다 지역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한다. 평가

에는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를 정량적 지표로 사용한다. 또한 시각화 결

과물인 심도 지도를 정성적 평가에 사용한다.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모형이 비교 대상이 

되는 모형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사고 위험을 심도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이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교통사고 위험, 교통사고 심도, Gated Recurrent Unit 

학번: 2018-2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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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

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일으킨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GDP의 2.3% 수준인 40조 5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간한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18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한 

해 동안 약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고가 얼마나 자

주 발생하는지에 관한 빈도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

에 관한 심도라는 관점이다. KPMG가 2015년에 발행한 백서(Marketplace of change: 

Automobile insurance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040년까지 사고의 빈도는 80% 감소하는 반면에 차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심도는 1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사고의 위험

을 심도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의 위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10]. 교통사고의 위험은 운전자, 차

량, 도로, 환경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15] 지역별로 이 요인이 다르므로 교

통사고의 위험도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에 따르면 2017년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421천 

원인데 비해 충청남도에서는 796천 원으로 두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이 인구당 도로교

통사고비용을 기준으로 89%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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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교

통사고의 위험을 고객으로부터 인수하는 보험회사는 위험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

를 산출하기 위해서 또한 당국은 위험 지역을 파악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안전

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자동

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약 16조 원에 이른다. 위험 분석 고도화를 통해 손해율을 1%p만 

개선하더라도 약 1600억 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을 분석하고자 하며 앞에서 본 것과 같

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심도의 관점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절에서 이 문제를 정의한다. 

 

1.1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 다룰 문제는 교통사고 기록으로부터 지역별 위험을 심도 관점에서 예

측하는 것이다. 지역별 위험 예측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1.1의 과정을 따른다. 

 

 

그림 1.1: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심도) 예측 과정 
 

교통사고 기록은 개별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사고 번호와 사고가 일어난 날짜 및 

시간,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좌표의 형태로 표현된 사고 발생 위치, 사고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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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심도 등으로 이뤄진다. 이 기록을 사전에 정의한 지역 단위와 기간 단위로 요

약하는 이산 집계를 수행하면 지역별 위험의 관측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행정구역

이나 임의 격자 등을 지역 단위의 정의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단위는 계절성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정의한다. 그림 1.2는 이산 집계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3년 간의 교통사고 기록을 우편번호라는 지역 단위와 1년의 기간 단위로 이산 집계된 

것이다. 평균 심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색이 더 붉게 표현된다. 

 

 

그림 1.2: 교통사고 기록 이산 집계 
 

지역별 위험(관측)은 개별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지역 번호와 이산 집계의 기준

에 따른 관측 기간, 지역의 중심 GPS 좌표(centroid), 관측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평

균 심도로 이뤄진다. 예측 모형은 직전 기간의 관측값을 바탕으로 다음 기간의 지역별 

위험을 예측한다. 예측 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예측 모형은 그림 1.3 오른쪽 지도 상

에 원으로 표현된 지역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왼쪽 지도 상에 원으로 표현된 지역 

즉, 예측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의 지난 기간 위험을 변수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Gated Recurrent Unit(GRU)[21] 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직전 1년 

동안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위험을 변수로 하여 해당 지역의 다음 1년 동안의 위

험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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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역별 위험 예측 모형 
 

1.2 연구 동기 및 공헌 

본 연구는 기존에 딥러닝 방법론이 활발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심도 관점의 지역

별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안한다. 기존의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18]이 좁은 면적의 도시 지역에 대해 단기간 내의 교통사고 심도 위험을 예측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지방을 포함한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해 미래 1년 간의 심

도 위험을 예측한다. 이로써 다양한 지역에 대해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교통사고 심도 

위험에 대한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GRU 기반의 예측 모형은 전통적인 지역별 위험 예

측 모형인 Gaussian Process[4]와 기계학습 방법론 중 k-Nearest Neighbor(k-NN)[7], 

Random Forest[23] 그리고 기존에 제안된 Long Short-Term Memory(LSTM)[32]기반 

모형[16]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본 장의 서두에서 본 것처럼 심도 관점의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의 중요성이 향후

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당국이 교통안전을 제

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돕고 보험회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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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3 논문구성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지역별 위험 예측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RU 기반 지역별 위험 예측 모형을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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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인공 신경망 연구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인간의 신경계와 그것의 구성 요

소인 신경 세포의 구조를 모사한 기계학습 방법론이다. Rosenblatt[9]이 제안한 퍼셉트

론을 바탕으로 한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은 기본적이면서 대표적

인 인공 신경망 모형이다. MLP는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하

나 이상의 퍼셉트론을 갖는다. 각 퍼셉트론은 비선형 활성함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

용하여 데이터의 비선형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11]. MLP를 학습하는 데에는 출력

층의 결과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출력층에서 입력층의 방향으로 역으로 전파하며 각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역전파(backpropagation)[6] 방법이 쓰인다. 

인공 신경망 중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계열의 모형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 13, 22]. CNN 계열의 모형은 convolutional층, 

pooling층, Fully Connected(FC)층 등으로 구성된다. Convolutional층에서는 

convolution filter를 이용한 이미지 특징 추출이 이뤄진다. Pooling층에서는 서브 샘플

링이 이뤄지며 샘플링 방식에 따라서 최댓값을 택하는 경우에는 max-pooling, 평균값

을 택하는 경우에는 average-pooling이라고 부른다. FC층은 이전 층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가중치를 학습한다. 

Recurrent Neural Network(RNN) 계열의 모형은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활발히 사

용된다[5, 30, 34, 36]. Bengio et al.[35]에 따르면 배열의 길이가 긴 경우에 기존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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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법 알고리즘으로 RNN 모형을 학습하기 어렵다. Hochreiter et al.[32]은 이와 같이 

배열이 긴 경우에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 모형이 제안했고 

Cho et al.[21]은 reset gate와 update gate를 이용해 LSTM 모형보다 간단한 GRU 모

형을 제안했다. 두 모형을 비교한 사례에서 GRU는 LSTM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GRU 기반의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을 제안한다. 

 

2.2 교통사고 위험 연구 

교통사고의 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는 교통사고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

아 교통사고의 빈도 또는 심도 위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다. Abellan et al.[17]은 다

수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규칙을 생성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스페인 그라나다 지

방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2003-2009) 1,801건에 적용하여 교통사고 심도와 관련이 높은 

규칙을 70개 이상 밝혀냈다. Lin et al.[25]은 군집 찾기 알고리즘으로 미국 I-190 도로 

상 교통사고 데이터(2008-2012) 999건을 군집화 하여 데이터의 내재적 이질성을 줄인 

후에 연관 규칙 학습 알고리즘을 각 군집에 적용하여 교통사고 빈도를 설명하는 요인

을 찾았다.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를 예측하는 연구는 사고가 일어날 지 안 일어날 지 그 발생

의 여부를 예측하거나 몇 회나 발생할 지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다. Chang et al.[28]은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CART) 모형과 대만 1번 고속도로 교통사고 데이

터(2001-2002) 1,075건 이용하여 교통사고 빈도 위험을 예측했다. Caliendo et al.[3]은 

Poisson, Negative Binomial, Negative Multinomial 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이탈리

아 교통사고 데이터(1999-2003) 1,916건을 바탕으로 다차선 도로 상에서의 교통사고 발

생 빈도를 예측했다. Lin et al.[24]은 Frequent Pattern tree(FP tree)라는 새로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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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방법론을 제안하고 미국 버지니아 I-64 고속도로 교통사고 데이터(2005) 344건에

서 선택된 변수를 바탕으로 k-Nearest Neighbor(k-NN), Bayesian Network 모형을 구

축하여 실시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했다. 최근에는 빈도 예측에 딥러닝 방법론

이 적용되고 있다. Wenqi et al.[27]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기반으

로 한 Traffic Accident Prediction(TAP-CNN)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미국 I-15 고속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 250건에 적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측했다. 

교통사고의 심도를 예측하는 연구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그 사고의 규모 또

는 피해액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다. Ona et al.[20]은 Bayesian Network를 스페인 그

라나다 지방 고속도로 교통사고 데이터(2003-2005) 1,536건에 적용하여 교통사고 심도

를 예측했다. Iranitalab et al.[2]은 Multinomial Logit(MNL),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NNC), Support Vector Machine(SVM), Random Forest(RF) 네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네브레스카 교통사고 데이터(2012-2015) 68,448건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심도를 예측하고 모형 간의 성능을 비교하여 NNC가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2.3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 연구 

교통사고 위험 연구의 한 갈래로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을 연구하는 주제가 있다. 

이 주제 아래에서는 교통사고의 빈도나 심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위험이 지역

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 형태를 살핀다. 

보험 분야에서는 지역별 위험을 분석하여 보험료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는 사고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빈도와 심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위험에 대해 연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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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kov et al.[29]은 베이지안 모형과 깁스 표집을 이용하여 우편번호로 정의된 지역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공간 모형을 제안하고 호주 시드니 지역 데이터에 적용했다. 

Taylor[14]는 Whittaker 평탄화를 이용한 지역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모형을 제안했다. 

Gschlossl et al.[31]은 Gaussian Conditional Autoregressive 모형과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모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사고 빈도와 심도에 대한 공간 종

속성을 모형화하고 독일 자동차보험 데이터(2000) 350,000건에 적용했다. 

보험 분야를 벗어나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교

통사고 위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Ren et al.[16]은 Long Short-Term Memory(LSTM) 

모형을 기반으로 시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모형인 Traffic Accident Risk 

Prediction Method based on LSTM(TARPML)을 그림 2.1과 같이 제안하고 중국 베

이징 교통사고 데이터(2016-2017) 2,222,548건에 적용하여 교통사고 빈도 위험을 예측

했다. TARPML은 비교 모형인 Lasso, Ridge, Support Vector Machine(SVM), 

Decision Tree(DT), Random Forest(RF), Multilayer Perceptron(MLP),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ARMA)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Yuan et al.[37]은 여기

에 추가로 기상 정보, 도로 정보, 인공위성 사진 등의 이질성 데이터를 고려하도록 

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ConvLSTM) 기반으로 Hetero-ConvLSTM 

모형을 제안하고 미국 아이오와 교통사고 데이터(2006-2013)에 적용해 교통사고 발생

을 예측했다. Zhou[38]는 Attention 기반 Residual Network(ResNet) 모형으로 미국 뉴

욕 지역에 대해 교통사고 데이터(2017)와 교통 관련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

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측했다. Bao et al.[18]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Long Short-Term Memory(LSTM), 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ConvLSTM)를 기반으로 Spatiotemporal 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STCL-Net) 모형을 제안하고 도시 내에서 단기간의 교통사고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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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측했다. 이 모형은 미국 맨해튼 지역 교통사고 데이터(2015) 53,354건에 적용

되었으며 교통사고 데이터 외에도 택시, 도로, 토지, 인구 등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했

다. 

 

 

그림 2.1: TARPML 모형[16]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빈도 측면의 위험을 예측했다. 심도 

위험을 예측한 연구의 경우[18]에도 좁은 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해 연구했다는 점

에서 넓은 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이 배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단기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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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예측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거나 1년 이상의 보험 기간

을 갖는 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 심도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지방을 포

함하는 넓은 지역에 대해 향후 1년 간의 교통사고 심도 위험을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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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방법 

 

 

지역별 위험을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지역이 서

로 가까울수록 먼 지역보다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이다[29].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가

정하고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위험 예측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면 지

도 상에 GPS 좌표로 표시된 교통사고 정보를 1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시 말하자면 예측하고자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으로부터 다른 모든 지역

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후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다른 지역에서 관측한 심도를 배열

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 3.1: 교통사고 정보의 1차원 배열화 
 

그림 3.1은 1차원 배열화의 예시다. 그림 왼쪽에는 지도 상에 GPS 좌표로 표시된 

교통사고 정보가 주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를 1차원 배열화 한 결과가 표현되어 있다. 

Ci는 i 지역의 중심 GPS 좌표이고 이 예시에서는 C0이 예측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심 

GPS 좌표다. C0와 Ci 사이의 거리 di가 (d1 < d2 < d3 < d4)를 따르면 i 지역의 심도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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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오른쪽의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간 정보를 마치 시계열 정보처럼 표현하고 제안하는 모형에서는 

이 배열을 데이터로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시계열적 특성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GRU[21]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3.1 GRU 기반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 

제안하는 모형 Traffic Accident Severity prediction model based on GRU(TAS-

GRU)의 구조는 그림 3.2와 같다. 모형은 크게 9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입력 값 부분으로 1차원 배열화를 통해 예측 대상 지역 주변의 심도를 

배열의 형태로 얻는다. 이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의 수만큼 배열을 구한다. 이 

때 각 배열의 길이는 100이고 배열 하나가 하나의 관측치로 모형의 입력 값이다. 이렇

게 배열화를 통해 입력 값을 만들면 마치 시계열 정보와 같은 형태로 주변 지역의 정

보를 거리에 따른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다. 

두번째는 GRU층으로 주변 지역의 심도 정보를 거리 순서를 고려하여 은닉 차원

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GRU층은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번째 GRU층은 길

이가 100인 입력 값을 받아 길이가 100이고 차원이 100인 형태의 값을 두번째 GRU

층에 입력한다. 두번째 GRU층은 이 값을 입력 받아 길이가 100이고 차원이 25인 형

태의 값으로 모형의 세번째 부분에 전달한다. 

세번째 부분은 pooling이다. Pooling은 배열의 길이 방향으로 5개 값 중 최댓값 하

나만 남기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pooling 부분에서는 길이가 100이고 차원이 

25인 값을 받아 길이가 20이고 차원이 25인 값을 모형의 다음 부분에 전달한다. 이 모

형에서 pooling은 배열의 길이 방향으로 정보를 요약하는데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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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주변 지역 중 서로 가까운 지역끼리 그 정보를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ooling은 뒤에 있는 flattening 단계에서 주변 지역까지의 거리에 따른 순서 

정보가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순서 정보를 한 단계 압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네번째는 Fully Connected(FC)층이다. 이 부분에서는 차원 방향으로 가중치 행렬

이 계산되고 배열의 길이 방향으로는 가중치 행렬의 값이 공유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다시 말해 이 층을 전후로 값은 길이가 20이고 25차원인데 배열의 길이 방향은 무시

하고 앞의 25차원과 뒤의 25차원을 연결해 FC층의 가중치 행렬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고려할 때 FC층에서는 거리 순서별로 주어진 각각의 은닉 차원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활성함수로는 Rectified Linear Unit(ReLu)가 

사용된다. 이 부분에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20%의 확률로 가중치를 가린다. 

다섯째는 flattening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전달받은 길이 20, 차원 25의 값

에서 길이 또는 차원 정보를 없애고 길이가 500인 값을 내보낸다. Flattening은 뒤에 

나오는 FC층에서 예측치를 산출하기 전에 거리에 따른 순서 정보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며 모형의 앞 부분에서 이미 순서 정보를 충분히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의미하

기도 한다. 

여섯째와 일곱째 부분은 각각 FC층이다. 첫번째 FC층은 앞에서 받은 길이 500인 

값을 길이 25로 줄인다. 네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

해 20%의 확률로 가중치를 가린다. 그 다음 FC층은 길이 25를 다시 길이 1로 줄인다. 

두 층 모두에서 활성함수로 ReLu가 사용된다. 

여덟째 부분은 출력 값 부분이다. 여기서 얻는 값은 0이상의 상수로 모형의 예측 

값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통사고 심도와 비슷해야 한다. 

마지막 부분은 손실함수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MSE)가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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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심도의 예측 값과 관측 값을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가 줄어

드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은 rmsprop[12]이다. 

GRU를 기반으로 모형을 작성한 이유는 GRU가 거리 순위로 나열된 지역별 심도 

정보로부터 심도의 공간 의존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대로 RNN이나 

LSTM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RNN은 배열의 길이가 길수록 학습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LSTM은 GRU보다 더 많은 계산을 요구하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

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GRU를 채택해 모형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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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AS-GRU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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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미국 49개 주의 교통사고 데이터[33] 중 플로리다에서 일

어난 교통사고 데이터다. 데이터는 각 교통사고별로 사고가 일어난 시간, 장소(GPS 

좌표), 피해 규모(심도, 4개 등급) 등을 제공한다. 사용할 데이터에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에 걸쳐 플로리다 지역에서 발생한 177,227건의 사고 기록이 있다. 

1년 주기로 살펴볼 때 각 기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표 4.1과 같다. 또한 제공되는 

심도 등급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표 4.1: 기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16.04 – 2017.03 54,043 

2017.04 – 2018.03 59,132 

2018.04 – 2019.03 64,052 

합계 177,227 

 

표 4.2: 심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심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1 62 

2 114,595 

3 57,435 

4 5,135 

합계 17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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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데이터에 나타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계절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

년 주기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학습과 검증에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데이터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평균 심도를 예측하고 

시험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데이터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

지의 평균 심도를 예측한다. 학습과 검증 데이터의 비율은 7:3이다. 학습, 검증, 시험에 

사용된 교통사고 건수는 표 4.3과 같다. 

 

표 4.3: 학습, 검증, 시험 데이터셋 교통사고 건수 

데이터셋 교통사고 건수 

학습 41,393 

검증 17,739 

시험 64,052 

합계 123,184 

 

데이터는 모형에 입력되기 전에 이산화 과정을 거친다. 이산화는 우편번호나 격자 

등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이산화를 시행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이 표현된다. 플로리다 우편번호 900여 개를 기준으로 평균 심도

를 측정하고 각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평균 심도가 높을수

록 붉고 반대로 평균 심도가 낮을수록 희도록 표현했다.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셋에 대

해 격자를 기준으로 이산화를 시행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이 표현된다. 사용된 격자

는 한 칸의 가로 길이가 500m, 세로 길이가 500m이며 총 15,000여 개의 칸으로 이루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 기준인 우편번호보다 16배 이상 

세밀한 기준의 격자를 이산화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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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이산화 결과 – 우편번호별 평균 심도(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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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이산화 결과 – 격자별 평균 심도(관측) 
 

 

4.2 평가 방법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 제곱 오차(MSE)와 평

균 절대 백분율 오차(MAPE)를 사용한다. 수를 예측하는 문제이기에 회귀 모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균 제곱 오차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평균 제곱 오차의 값으로는 예측

을 얼마나 잘 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또한 보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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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평가 방법에 포함하였다. 두 평가 방법은 각각 식 (4.1)과 (4.2)와 같이 쓸 수 있

다. 

 

 

4.3 실험 방법 

우선 제안하는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의 최적 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 구조를 검증한다. 첫째로 FC층의 수를 1, 2, 3, 4, 5로 바꿔가며 모형을 구

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둘째로 GRU층의 수를 1, 2, 3으로 바꿔가며 모형을 구축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셋째로 FC층의 출력 차원을 25, 50, 100으로 바꿔가며 모형

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넷째로 GRU층의 은닉 차원을 두 GRU층에 대해 

각각 25, 50, 100으로 바꿔가며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이 때 구조 선택

은 주 평가 지표인 평균 제곱 오차(MSE)를 기준으로 하며 25번째 epoch이 끝난 후 

측정한다. 예측 모형의 학습에는 rmsprop[12]을 이용하였고 학습률은 0.001, 배치 크기

를 100으로 설정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예측 모형의 최적 구조를 찾은 후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모

형과 시험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제안하는 지역별 교통사

고 심도 예측 모형의 비교 대상은 Gaussian Process(GP)[4]와 기계학습 방법론 중 k-

Nearest Neighbor(k-NN)[7], Random Forest(RF)[23] 그리고 기존에 제안된 Long 

MSE =  1
� � (
� − 
�)��

���
 (4.1) 

MAPE = 100%
� � �
� − 
�


�
�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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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Memory(LSTM)[32]기반의 예측 모형[16]이다. 모형 간의 비교는 시험 데

이터셋에서 평균 제곱 오차(MSE)와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APE)를 기준으로 한다. 

 

4.4 실험 결과 

먼저 제안하는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의 최적 구조를 구하기 위한 실험

의 결과를 살펴본다. 첫째로 FC층의 수를 정하기 위해 층의 수를 1, 2, 3, 4, 5로 달리

하여 모형을 학습한 결과를 표 4.4로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FC층의 수가 3

일 때 모형의 성능이 가장 좋다. 둘째로 GRU층의 수를 정하기 위해 층의 수를 1, 2, 3

으로 설정하며 모형을 학습한 결과를 표 4.5와 같이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GRU층

의 수가 2일 때 모형의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실험을 통해 큰 

틀에서 모형의 구조는 2층의 GRU와 3층의 FC로 결정되었다. 

 

표 4.4: FC층 수에 따른 평균 제곱 오차 

FC층 수 MSE 

1 0.2573 

2 0.2374 

3 0.2143 

4 0.2247 

5 0.2228 

 

표 4.5: GRU층 수에 따른 평균 제곱 오차 

GRU층 수 MSE 

1 0.2216 

2 0.2143 

3 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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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정된 구조에서 각 층의 출력 차원을 결정하기 위해 셋째로 FC층의 출력 

차원을 25, 50, 100으로 하여 학습한 결과를 표 4.6으로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

면 25차원의 출력일 때 성능이 가장 좋다. 넷째로 GRU층의 은닉 차원을 두 층에 대

해 각각 25, 50, 100으로 하여 학습한 결과를 표 4.7로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번째 

GRU층의 은닉 차원이 100이고 두번째 GRU층의 은닉 차원이 25일 때 모형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실험을 통해 FC층의 출력 차원은 25, GRU층의 

은닉 차원은 각각 100, 25로 결정되었다. 

 

표 4.6: FC층의 출력 차원에 따른 평균 제곱 오차 

FC층 출력 차원 MSE 

25 0.2143 

50 0.2188 

100 0.2194 

 

표 4.7: GRU층의 은닉 차원에 따른 평균 제곱 오차 

GRU1 은닉 차원 GRU2 은닉 차원 MSE 

25 25 0.2266 

25 50 0.2330 

25 100 0.2326 

50 25 0.2301 

50 50 0.2229 

50 100 0.2266 

100 25 0.2143 

100 50 0.2272 

100 100 0.2192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안하는 모형의 최적 구조(TAS-GRU)를 발견하였고 그 

구조는 그림 3.2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TAS-GRU의 성능을 다른 모형의 성능과 비교

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표 4.7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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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모형에 비해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에 대해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관점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표 4.8: 모형에 따른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모형 MSE MAPE 

k-NN 0.2409 14.38% 

RF 0.2407 14.60% 

GP 0.2386 13.98% 

LSTM 0.2218 14.13% 

TAS-GRU 0.2155 12.56% 

 

표 4.8로 주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추론을 할 수 있다. 먼저 k-NN보다 다

른 모형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 정보의 평균으로 구한 예측치보다 주변 정보

에 어떤 형태로든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요약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다. 예측치에 

관한 정보가 거리에 따라 동일하게 분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GP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큰 가중치를, 거리가 멀면 작은 가중치를 두

는데도 LSTM이나 TAS-GRU가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거리에 따른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Gaussian 분포보다 LSTM이나 TAS-GRU의 비선형 요소가 더 잘 고려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LSTM보다는 TAS-GRU가 거리에 따

른 가중치 함수를 비선형 요소를 통해 더 잘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를 통해 시험 데이터셋에 대해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4.3은 시험 데이터셋에서 관측한 격자별 평균 심도를 나타낸다. 격자

의 색은 해당 지역의 평균 심도가 높을수록 붉고 반대로 평균 심도가 낮을수록 희도록 

설정되었다. 그림 4.4는 시험 데이터셋에서 TAS-GRU 모형이 예측한 격자별 평균 심

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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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평균 심도(관측) 
 

그림 4.3과 그림 4.4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색의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관측치와 예측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색상만으로 정확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지역마다 상대적인 색의 분포를 통해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로써 시험 데이터셋 기간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두 

그림만으로는 특정 부분에 대해 상대적인 색을 비교해 예측이 정확한지 파악할 수 있

지만 플로리다 전체 지역에 대해서 모형의 성능이 잘 유지되는지는 파악하기 힘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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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차의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평균 심도(예측) 
 

그림 4.5는 격자별 제곱 오차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사고 건을 시각화한 것이다. 

좁은 지역 내에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많을수록 더 진한 파란색 나타난다. 따라서 지

도를 봤을 때 특정 지역에 진한 파란색이 더 많이 모여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

형의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도를 보면 대체로 특정 지역이 더 진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모형의 성능은 지역에 따라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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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오른쪽 위에 파란점들이 모인 부분(잭슨빌 지역)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5: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제곱 오차 상위 5% 
 

오차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도 관측치와 예측치 쌍을 산점도로 나타내어 서

로 비교함으로써 예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은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평균 심도 관측치와 예측치 쌍을 순서대로 x축과 y축에 나타낸 산점도다. 그림

을 보면 항등 함수 근처에 분포하는 관측치와 예측치 쌍이 그렇지 않은 쌍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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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6: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평균 심도 관측치와 예측치 산점도 
 

끝으로 제안한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지

역별로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한다. 마이애미와 올랜도 지역의 지도를 확대해 격자별 

관측치와 예측치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그림 4.7의 왼쪽은 마이애미 지역 시험 데이터셋의 격자별 평균 심도 관측치이고 

오른쪽은 예측치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세로로 진한 붉은 선이 보이고 가운데를 횡

의 방향으로 가르는 진한 붉은 선이 보인다. 이 두 특징이 관측치와 예측치 양쪽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측 모형이 마이애미 지역의 교통사고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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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잘 학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마이애미 지역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평균 심도(관측-좌, 예측-우) 
 

그림 4.8의 위는 올랜도 지역 시험 데이터셋의 격자별 평균 심도 관측치이고 아래

는 예측치다. 지도를 보면 가운데 위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왼쪽 아래로 향하는 진한 



 

 30

붉은 선이 보인다. 관측치와 예측치 모두에서 이 특징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예측 

모형이 올랜도 지형의 심도 특성을 잘 학습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관측치는 이 붉

은 선을 차치하고도 붉은 점이 드물게 보이는 반면에 예측치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지역에서 평탄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올랜도 지역 시험 데이터셋 격자별 평균 심도(관측-상,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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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논문에서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GRU를 기반으로 한 딥러

닝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플로리다 지역의 교통

사고 데이터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같은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모형보다 우수함을 밝혔다. 또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관측치와 예측치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역별 

오차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향후에 이동수단의 자율주행기술 수준의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의 빈도는 감소하

는 반면 이동수단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심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

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이나 빈도에 관한 연구였는데 본 연구는 앞으로 중

요성이 증가할 지역별 교통사고 위험의 심도 관점에서 예측 모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좁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데이터나 도

시나 지방 중 한 곳에 치우친 것이었다면 본 연구는 도시와 지방을 골고루 포함하며 

넓은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이 단기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과거 1년으로 미래 1년을 예측한다. 이로써 중기적인 관

점에서 심도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당국은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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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넓지만 연속적으로 연결된 한 지역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도 제안한 예측 모형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5.2 향후 연구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교통사고 데이

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 모형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별 교통사고 심도 예측 모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

데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획득한 경우를 상정하고 다음해의 지역별 교통

사고 심도를 예측하는 등 보다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모형을 연구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별 위험 연구는 교통사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농작물재해보험[8]이

나 건강 위험[26]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 아래에서 지역별 위험 예측 모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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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U Based Model for Predicting 

Traffic Accident Severity 
 

Hyunyong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ffic accidents have caused enormous social costs.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s 

expected to increase despite the reduction of frequency led by the adoption of self-

driving vehicles.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raffic accident severity. 

Identifying hazardous regions based on the analysis, if possible,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In this thesis, we consider a GRU-based deep learning 

model to predict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The optimal structure was found by 

comparing various settings. We verify that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s existing 

methods via experiments on the accident dataset collected over the entire state of 

Florida. The evaluation metrics are MSE and MAPE. We also use the severity map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The proposed model, in result, will lead to the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 risk and social costs. 

 

Keywords: Traffic accident risk, Traffic accident severity, Gated Recurr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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