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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그리고 도로 또는 환경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많은 연

구자들은 도로 또는 환경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교통사고예측모형

을 개발해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교통사고 발생률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의 기하구조, 제

한속도 등을 들 수 있다. 열거한 요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크게

바뀌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고정된 것들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존

연구에서는 1시간 이상 단위로 집계된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교

통사고예측모형을 개발했다.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1시간 미만 단위로 집계된 미시데

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 연구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5분 단위로 집계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류의 속도변화나 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56%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교통류의 속도변화나 혼잡이 교통

사고 발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5분 단위로 집계된 교통류 속도

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류의 속도변화가 교

통사고 발생률 또는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속도전이도를 제작했다. 속도전이도란 시간축과 공간축을 갖

는 2차원 평면상에서 시공간이 변함에 따라 교통류의 속도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전이도를 이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연속류에서 정체가 생성 또는 소멸되는 동안에 교통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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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유형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체행렬이 소멸 또는 생성되

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에 각각의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를 모평균 차이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정체행렬의 생성 또

는 소멸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가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링크 간 속도차이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항로지

스틱회귀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분석대상 링크를 중심으로 주

변 링크와의 속도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고려하였다. 입

수한 데이터를 그대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법

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면 링크의 속도가 평활화

되지만, 교통사고 발생구간의 임의성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

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 시간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발

생하기 전 20분 동안, 공간적으로는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크의

속도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성과는 교통위험예보에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사고잦은곳을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 체계에서는 시

간변수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점 또는 구간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사

고잦은곳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시간대별로 구분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시간대에 사고잦은곳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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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운전자에게는 보다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성과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전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50% 이상인 시공간을 시각

화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교통류

속도를 관리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연속류, 속도전이도, 정체행렬, 속도차이, 교통사고 발생률,

무빙윈도우법

학 번 : 2013-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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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교통사고는 예방가능하다. 이것은 공리(Axiom)이다. 교통사고의 원인

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교통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교통사고는 예방하기 어렵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

다. 교통사고가 예방가능하다는 것을 공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때문이

다. 이러한 공리를 명제(Thesis)로 바꾸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한 결

과로 교통사고예측모형이 개발되었다. 모형을 만드는 이유는 현실을 간

략하게 모사하기 위해서이다. 현상의 본질을 직관에 부합하면서도 이해

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모형의 기능이다. 본래 모형은 현상의 일부

만 설명가능하다. 교통사고예측모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

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2017년 도로교통사고로 4,185명이 생명을 잃

었다(TAAS, 2019)1). 같은 해 216,335건의 교통사고로 322,8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TAAS, 2019)2). 이 가운데 16,727명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다(보험개발원, 2017)3).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

가운데 65%는 실직했다(임재경 외, 2018)4). 장애를 갖게 되면 보통 사람

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추세,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
S_PDS, (2019.09.10).

2) 전게서.
3) 보험개발원(2017),『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미발간자료).
4) 설문조사 결과로 추정된 수치임(자료: 임재경 외(2018),『2018 교통사고 제로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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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할 수 있는 노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노

동능력의 상실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전 235만원 수준이

던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교통사고 후에는 127만원으로 절

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임재경 외, 2018)5).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

가운데 22%는 이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재경 외, 2018)6).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2017년 도로교통사고로 인

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약 40조 5백억 원으로 추정됐다(한국교통연구

원 보도자료, 2019.07.23)7).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16년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지만, 2017년에도 GDP의 2.3%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9)8)9).

교통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194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DeSilva(1942)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차량, 도로환경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다10). Smeed and Bennett(1949)는 교통량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11). 그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교통량, 기

하구조 등 도로조건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를 연구했고, 교통사고예

화 추진 지원·평가 사업』, 한국교통연구원, pp.72～74의 내용 참조).
5) 설문조사 결과로 추정된 수치임(자료: 임재경 외(2018),『2018 교통사고 제로
화 추진 지원·평가 사업』, 한국교통연구원, pp.200～201의 내용 참조).

6) 설문조사 결과로 추정된 수치임(자료: 임재경 외(2018),『2018 교통사고 제로
화 추진 지원·평가 사업』, 한국교통연구원, pp.96～102의 내용 참조).

7)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2019.07.23),「2017년 도로교통사고로 40조 5백억 원
의 사회비용 발생, GDP의 2.3% 수준」의 내용 참조.

8) 전게서.
9)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15년 49조2000억 원을 정점으로, 2016년 40조
2232억 원, 2017년 40조500억 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심재익 외, 2017;
2018;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9.07.23). 2017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1,730조 원으로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같은 해 GDP의 2.3% 수준이다(자료: 한
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9.07.23).

10) DeSilva, H. R.(1942), Why we have automobile accidents, Wiley, New
York.

11) Smeed, R. J. and Bennett, Col. G. T.(1949), Research on Road Safety
and Traffic Flows, Road Engineering Division,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U.K.) Tuesday 5 April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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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모형을 개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

한 규명, 기하구조 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Golob et al.(2004)는 교통사고예측모형을 사용되는 데이터의 집계수준

에 따라 집계연구(Aggregate studies)와 비집계연구(Disaggregate studies)

로 구분했다12). Persaud and Dzbik(1992)는 집계연구를 거시연구(Macroscopic

studies)와 미시연구(Microscopic studies)로 구분했다13). 거시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일 년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예를 들어, 1년 단위의 대․km)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다룬다. 미시연구에서는, 1시간 단위로 수

집된 데이터(예를 들어, 교통량)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에 대해 다

룬다(Sullivan, 1990)14). 지금까지의 연구는 집계연구가 주류였다. 수집돼

서 가공되는 데이터의 최소 시간단위가 1시간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

에 연구자들이 보다 짧은 시간단위15) 동안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 분석

하기 어려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대다수의

연구는 집계연구에 해당한다(Bauer and Harwood, 2000; Chin and Quddus,

2003; Kim et al., 2007; Kulmala, 1995; Kumara and Chin, 2003; Salifu,

2004; Vogt, 1999; Yan et al., 2005)16). 다시 말해,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12) Golob, T. F., Rekcer, W. W. and Alvarez, V. M.(2004), “Freeway safety
as a function of traffic flow,”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6,
p.934의 내용 참조.

13) Persaud, B. and Dzbik, L.(1992), “Accident prediction models for freewa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401, pp.55～60.

14) Sullivan, E.C.(1990), “Estimating accident benefits of reduced freeway
congestion,”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116, pp.167～180.

15) 예를 들어, 5분이나 10분 또는 그 미만의 단위를 말한다.
16) Bauer, K. M., and Harwood, D. W.(2000), Statistical models of at-grade
intersections accidents-addendum, Publication FHWA-RD-99-094, FHWA,
Washington D.C.; Chin, H. C. and Quddus, M. A.(2003), “Applying the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model to examine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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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년 이상으로 집계된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예측모형을 개발했다. 거시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사고예측모형에

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변하는 교통류 특성이 교통사

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거시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예측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에서 기하구조 개선과 같

은 물리적 개선방안이 주를 이루는 이유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시간적

맥락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예측모형과 관련된 집계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대 들어 비집계연구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Abdel-Aty et al.(2004; 2006)

의 연구와 Lee et al.(2002; 2003)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5분 단위로 집계된 검지기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교통사

고의 전조현상(Precursor)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이다17). 특히 Abdel-Aty

occurrence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5, pp.253～259;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Kulmala, R.
(1995), Safety at rural three and four-arm junction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ccident prediction models.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233, Espo.; Kumara, S. S. P., and Chin, H. C.(2003),
“Modelling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Tee Intersec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Excess Zeros,” Traffic Injury Prevention, Vol.4,
Issu.1, pp.53～57; Salifu, M.(2004), “Accident prediction models for
unsignalized urban junctions in Ghana,” In: IATSS Research, Vol.28,
Issu.1, pp.68～81; Vogt, A.(1999), Crash models for rural intersections:
four-lane by two-lane stopcontrolled and two-lane signalized, Report
FHWA-99-128, FHWA, Washington D.C.; Yan, X., Radwan, E., and
Abdel-Aty, M.(2005), “Characteristics of rear-end accident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7, pp.983∼995.

17) Abdel-Aty, M., Uddin, N., Pande, A., Abdalla, M. F., and Hsia, L.(2004),
“Predicting freeway crashes from loop detector data by matched
case-control logistic regressio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1897, pp.88∼95; Abdel-Aty, M. and Pemmanaboina, R.(2006),
“Calibrating a real-time traffic crash-prediction model using archived
weather and ITS traffic data,”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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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6)의 연구에서는 검지기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융합하여 교

통사고예측모형의 예측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18). 빅데이터 처리기법

이 발달함에 따라, 5분 이하의 시간단위로 집계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

는 교통사고예측모형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9).

미시데이터 기반 교통사고예측모형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해석하는 새

로운 틀(Framework)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입수한 빅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이나 교통류

의 속도변화가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특히 속도

전이도에서 혼잡영역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전체 교통

사고건수의 56%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1).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 전이와 교통사고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연속

Transportation Systems, Vol.7, No.2, pp.167∼174; Lee C., Hellinga, B.,
and Saccomanno, F.(2003), “Real-time crash prediction model for
application to crash prevention in freeway traffic,”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1840, pp.68∼77;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1～8.

18) Abdel-Aty, M. and Pemmanaboina, R.(2006), “Calibrating a real-time
traffic crash-prediction model using archived weather and ITS traffic
data,”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7,
No.2, pp.168∼172의 내용 참조.

19) 집계되는 데이터의 시간단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비집계데이터로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문에서 언급된 비집
계데이터 기반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는 5분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
했다(Abdel-Aty et al., 2004; 2006; Lee et al., 2002; 2003). 향후 데이터 처
리기술이 발달하면 1분 단위 혹은 수초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도 가
능해질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비집계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5분 보다
는 짧아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5분 단위 혹은 그 이하 단위로 집계된 데
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집계연구라고 칭하기로 한다.

20)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속도전이도(Speed transition diagram)’라는 개
념을 도입하였다. 속도전이도란 시간축과 공간축을 갖는 2차원 평면상에 링
크별 속도변화와 교통사고 발생위치를 표시한 그림을 말한다. 속도전이도
상에서 혼잡영역을 정의하고, 교통류의 속도변화를 확인하였다. 속도전이도
의 개념과 상세한 분석내용은 본문 제3장을 참고하도록 한다.

21) 구체적인 수치는 제4장 [표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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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서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동안에 교통사고 발생률22)이 어

떻게 달라는지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유형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를

모평균 차이 검정을 통해 비교한다. 다음으로 링크 간 속도차이가 교통사

고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다.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분석대상 링크를

중심으로 주변 링크와의 속도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한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고려한다. 종속변수

는 교통사고 발생여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

법(Moving window method)을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내비게이션의 속도 데이터와 제보를 통해 입수된 교

통사고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한다. 내비게이션의 속도 데이터는 SK

Tmap에서 제공받았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개별 운전자의 위치(링크ID)

와 속도 데이터가 수집된다2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활용을 금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2017.10.1

9)24).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분 단위로 집계된 링크별 속도데이터를 제

22) 교통사고 발생률이란 ‘교통사고 발생여부’를 의미한다.
23) 제공받은 데이터의 구조는 제3장에 제시되어 있다.
24)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2017.10.19)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내
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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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아 분석에 활용했다. 제보를 통해 입수된 교통사고 데이터는 교통방

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제보 데이터에는 유고의 발생일시, 종료일시, 발

생지점, 제보내용(교통사고, 공사, 재해, 행사/집회 등) 등의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제보 데이터 가운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데

이터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에 위치한 도시고속도로 중 강변북로

공항방향 토평IC부터 북로JC까지 36.3km 구간, 강변북로 도심방향 북로

JC부터 토평IC까지 36.8km 구간,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강일IC부터 88JC

까지 39.1km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88JC부터 강일IC까지

38.5km 구간이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

한 이유는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연속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는 표준노

드링크 사이트26)에서 입수하였다. 표준노드링크 사이트에서는 수시로 업

데이트된 표준노드링크 데이터를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있다. 표준노드

링크 기반의 네트워크 데이터는 누구나 조건없이 입수가 가능하다. 2017

년에는 총 16차례에 걸쳐 표준노드링크 데이터가 갱신되었다(표준노드링

크, 2019)27).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동안 갱신된 표준노드링크 데이터에

서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의 네트워크에는 큰 수정사항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9월 15일에 갱신된 표준노드링

크 데이터를 네트워크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준노드링크 데이터는 내

비게이션의 속도 데이터와 제보된 교통사고 데이터를 매칭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시간적 범위 동안에 공간적 범위에서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류이다. 평일의 교통류 흐름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

고 반복된다. 반면 주말, 공휴일, 명절연휴와 같은 휴일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형태의 교통류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365일 가운데 평

25) 제공받은 데이터의 구조는 제3장에 제시되어 있다.
26) 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 http://nodelink.its.go.kr/, (2019.08.27).
27) 전게서, 표준노드/링크자료실, http://nodelink.its.go.kr/data/data01.aspx,
(2019.08.27).

http://nodelink.its.go.kr/
http://nodelink.its.go.kr/data/data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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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해당하는 241일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28).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고속도로에서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 전이가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두 가

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이 교통사고 발

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교통류가 불안정해지는 경우에 교

통류 내 차량들 간 속도의 분산은 증가한다. 특히 충격파가 발생하는 영

역에서 속도의 분산은 극대화된다(Lee and Volpatti, 2010)29). 속도전이

도30)에서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곳은 차량들 간 속도의 분산

이 커지는 시공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

멸과 교통사고 간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혼잡영

역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가 전체 교통사고건수의 절반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고31), 선행연구에서 속도의 분산이 커질수

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Aljanahi

et al., 1999; Baruya and Finch, 1994; Garber and Gadiraju, 1990;

Garber and Ehrhart, 2000; Lee et al., 2002; 2003; Oh et al., 2001)32).

28) 평일에 대한 기준은 제3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29)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62의 내용 참조.
30) 속도전이도의 개념은 제3장 제2절을 참고할 것.
31) 구체적인 수치는 제4장 [표 4-7] 참고.
32) Aljanahi, A. A. M., Rhodes, A. H., and Metcalfe, A. V.(1999), “Speed,

speed limits and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free flow condi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1, pp.161～168; Baruya, A. and
Finch, D. J.(1994), “Investigation of traffic speeds and accidents on urban
roads,” In: Proceedings of Seminar J, PTRC European Transport Forum.
PTRC, London, pp.219～230; Garber, N. J. and Gadiraju, R.(1990),
“Factors influencing speed variance and its influence on accid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213, pp.64～71; Garber, N. J. and
Ehrhart, A.A.(2000), “Effects on speed, flow,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n crash frequency for two-lane highways,” Transport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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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이도(Speed transition diagram)는 기존 교통류 이론에서 활용되

는 시공도(Time-space diagram)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이 둘은

시간축과 공간축을 갖는 2차원 평면으로 표현된다. 속도전이도와 시공도

에서는 개략적인 교통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시공도에서는 개별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속도전이도에서는 개별차량의 이

동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 대신에 속도전이도에서는 교통류의 속도변화

에 따른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다.

속도전이도에서 나타나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양상은 시공도

에서 나타나는 충격파의 생성 또는 소멸 양상과 유사하다. 기존 교통류

이론에서는 충격파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33).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속도전이도에서 나타나는 정체행렬의 양상을 시공도에서 나

타나는 충격파의 양상에 빗대어 전진생성정체행렬(Forward forming queue),

전진소멸정체행렬(Forward recovery queue), 후진생성정체행렬(Backward

forming queue) 그리고 후진소멸정체행렬(Backward recovery queue)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정체행렬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 간 차이가 있는지 모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링크 간 속도차이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이항로지스틱회귀(Binary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구축하였다.

Record, Vol.1717, pp.76～83;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1～8; Lee, C., Hellinga, B., and
Saccomanno, F.(2003), “Real-time crash prediction model for application
to crash prevention in freeway traffic,”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2–16 January 2003, Washington,
DC; Oh, J., Oh, C., Ritchie, S., and Chang, M.(2005), “Real-time
estimation of accident likelihood for safety enhancement,”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131, Iss.5, pp.358～363.

33) 충격파는 교통류의 진행방향으로 형성되거나 소멸하면 전진충격파(Forward
shock wave), 교통류의 반대방향으로 형성되거나 소멸하면 후진충격파
(Backward shock wave)라고 한다(May, 1990). 그리고 충격파가 지속적으
로 형성되면 생성충격파(Forming shock wave), 점차 소멸되면 소멸충격파
(Recovery shock wave)라고 한다(Lee and Volpatt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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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지스틱회귀는 종속변수가 두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범주형변수

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Cox, 1958)34). 로지

스틱회귀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교통사고 발생률과 독립변수 간의 관계

를 모형화한 연구는 Kim et al.(2007), Yan et al.(2005), Lee and

Volpatti(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35). Kim et al.(2007)과 Yan et al.(2005)

의 연구에서는 기하구조나 교통량과 같은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요

인들을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했다는 점36)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Lee

and Volpatti(2010)의 연구에서는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구축하기는 했지

만 독립변수가 충격파속도 하나뿐이고, 모형의 적합성과 관련된 통계값을 제

시하지 않아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37).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링크

간 속도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다. 추정되는 이항로

지스틱회귀 모형은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의 종류(모든 교통사고 또는 혼잡

교통사고)와 독립변수에 대한 무빙윈도우법 적용여부(미적용시, 윈도우 크기

가 3인 경우, 윈도우 크기가 5인 경우)에 따라 일차적으로 6가지를 설정하였

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분석을 위해 ‘속도전이도(Speed Transition

34) Cox, D. R.(1958), “The regression analysis of binary sequenc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Methodological), Vol.20, No.2,
pp.215～217의 내용 참조.

35)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Yan, X., Radwan, E., and
Abdel-Aty, M.,(2005), “Characteristics of rear-end accident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7, pp.983～995;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p.61～70.

36)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Yan, X., Radwan, E., and
Abdel-Aty, M.,(2005), “Characteristics of rear-end accident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7, pp.983～995.

37)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p.68～69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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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속도전이도란 시간축(가로축)과 공간축

(세로축)을 갖는 2차원 평면상에서 시공간이 변함에 따라 교통류의 속도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속도전이도

를 제작한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속도 데이터와

사고 데이터를 매칭하여 하루 단위의 속도전이도를 제작한다. 속도 데이

터와 사고 데이터를 매칭하는 기준은 표준링크ID이다. 2017년 365일 중

평일의 교통류 흐름을 보이는 날은 241일이다38). 따라서 일차적으로 속

도전이도는 총 964(=241×4)개가 제작되었다39). 속도전이도의 공간축은

표준링크단위로, 시간축은 5분 단위의 셀로 분할되었다. 강변북로 공항방

향의 속도전이도를 예로 들면, 시종점 간 링크수가 78개이므로, 하나의

속도전이도는 22,464개의 셀로 구성된다40). 각 셀은 속도와 사고발생여

부를 속성값으로 갖는다. 속도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에서 입수한 값을 그

대로 적용했다. 사고발생여부는 사고가 발생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개별 속도전이도를 모평균 차이 검정과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3. 연구의 구성

연구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2

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교통사고예측모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선행연

구에서 다루었던 교통사고예측모형의 특징을 살펴본 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에 대해 지니는 차별성에 대해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에 활용

된 데이터 종류, 분석에 필요한 기본가정,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

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특징과 분석결과를

38) 평일의 기준은 제3장의 내용을 참고할 것.
39)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에 대해 속도전이도를 제작했으므로, 4를 곱
한다.

40) 288(=24시간÷5분)×78(표준링크개수)=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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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

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

속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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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관련 이론

1. 교통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Operations Research Inc.(1971)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운전

자 및 차량, 도로 및 사용빈도, 그리고 환경요인(기상조건, 주간 또는 야

간)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41). Lum and Reagan(1995)는 Operations

Research Inc.(1971)의 연구와 달리 환경요인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그림 2-1]과 같이 크게 인적요인, 차량요인, 그리고

도로요인으로 구분했다42). 이들은 교통사고의 37%는 2가지 이상의 개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그림 2-1]에서 음영처리

된 부분 참조). 교통사고예측모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다룰 때, 인적요인보다는(Yan et al., 2005)43), 연평균일교통량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이하 ‘AADT’), 차종구성비, 속도 등과

같은 교통요인과 기하구조, 노면상태, 설계속도 등과 같은 도로요인에 주

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Bauer and Harwood, 2000; Chin and Quddus,

2003; Kim et al., 2007; Kulmala, 1995; Kumara and Chin, 2003; Salifu,

2004; Vogt, 1999)44). 이러한 경향은 인적요인에 관한 데이터는 입수하기

41) Operations Research Inc.(1971), Development of highway safety statistical
indicators, Prepared for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 HS-800 472)
by Operations Research Inc., 1400 Spring Street, Silver Spring (Contact
FH-11-7507) Md 20910. Reproduced by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B 199 679); Chapman(1973)의 p.96에서 재인용.

42) Lum, H. and Reagan, A. J.(1995), “Interactive Highway Safety Design
Model: Accident Predictive Module”, Public Roads, Vol.59, No.2.

43) Yan, X., Radwan, E., and Abdel-Aty, M.(2005), “Characteristics of rear-end
accident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7, pp.988의 내용 참조.

44) Bauer, K. M., and Harwood, D. W.(2000), Statistical models of at-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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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표 2-2] 참조).

주: 1) 제시된 수치는 각 요인이 교통사고 원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주: 2) 벤다이어그램 안의 수치의 합이 100% 안 되는 이유는 반올림 과정에서 누락

된 수치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주: 3) 요인 간 중첩되는 부분은 교통사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Lum, H. and Reagan, A. J.(1995), “Interactive Highway Safety Design Model:

Accident Predictive Module”, Public Roads, Vol.59, No.2, Figure 3 인용.

[그림 2-1] 교통사고 원인과 그 비중

intersections accidents-addendum, Publication FHWA-RD-99-094, FHWA,
Washington D.C.; Chin, H. C. and Quddus, M. A.(2003), “Applying the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model to examine traffic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5, pp.253～259;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Kulmala, R.
(1995), Safety at rural three and four-arm junction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ccident prediction models.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233, Espo.; Kumara, S. S. P., and Chin, H. C.(2003),
“Modeling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Tee Intersec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Excess Zeros,” Traffic Injury Prevention, Vol.4,
Issu.1, pp.53～57; Salifu, M.(2004), “Accident prediction models for
unsignalized urban junctions in Ghana,” In: IATSS Research, Vol.28,
Issu.1, pp.68～81; Vogt, A.(1999), Crash models for rural intersections:
four-lane by two-lane stopcontrolled and two-lane signalized, Report
FHWA-99-128, FHWA,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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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Accident’로 표기한다. [그림 2-2]와 같이

Accident는 예방할 수 있는(Preventable) 것과 예방할 수 없는(Unpreventable)

것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Crash’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Crash는 예방

할 수 있는 Accident의 하위집합으로 사고에 따른 귀책사유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DuBois Law Group, 2019)45).

그러나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는 Accident나 Crash를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 주로 다루는 독립변

수는 [그림 2-1]에 제시된 인적요인이나 차량요인보다는 환경요인과 교

통요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해 논의할 때에 인

적요인 또는 차량요인을 주로 다룬다면 Accident와 Crash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환경요인이나 교통요인을 주

로 다룬다면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Driving Test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ccident and a crash?,”
https://www.drivingtests.co.nz/resources/what-is-the-difference-between-an-
accident-and-a-crash/, (2019.08.12)의 내용을 토대로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2-2] Accident와 Crash 간 관계

45) DuBois Law Group,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crash and an
accident?”
https://portlandpersonalinjuryaccidentlawyer.com/faqs/difference-between-
crash-and-accident/,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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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사고원인 예시

Accident

Preventable
Accidents

․운전 중 주의분산
․전방상황 오판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나, 재빨리

피하지 못하는 경우
․전방상황에 대한 늦은 대처

Preventable
Crashes

․과속
․운전 중 부주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
식섭취 등)

․전방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음주운전

Unpreventable
Accidents

․타이어 파손 등 주행 중 차량고장
․사람 또는 동물의 갑작스런 출현
․산사태 등 천재지변
․심장마비 등 갑작스런 질병 발작

자료: Driving Test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ccident and a crash?,”
https://www.drivingtests.co.nz/resources/what-is-the-difference-between-an-
accident-and-a-crash/, (2019.08.12).

[표 2-1] Accident의 분류

국외문헌에서 사고잦은곳은 ‘Accident hotspots’(Anderson, 2009; Ryder

et al., 2015; Seidel et al., 2018)46)으로 표현하며, 간략하게 ‘Hotspot’이라

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외문헌에서 사고잦은곳에 대한 절대적인 기

준을 찾아보긴 어렵다. 국내에서는 [표 2-3]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고잦은곳으로 정의한다(도로교통공단, 2017)47).

46) Anderson, T. K.(2009), “Kernel density estimation and K-means clustering
to profile road accident hotspot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41, pp.359∼364; Ryder, B., Gahr, B., Egolf, P., Dahlinger, A., and
Wortmann, F.(2017),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with in-vehicle decision
support systems - The impact of accident hotspot warnings on driver
behaviour,”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99, pp.64∼74; Seidel,
D., Hahn, N., Annighofer, P., Benten, A., Vor, T., and Ammer, C.(2018),
“Assessment of roe deer (Capreolus capreolus L.) – vehicle accident hotspots
with respect to the location of ‘trees outside forest' along roadsides,”
Applied Geography, Vol.93, pp.76∼80.

47) 도로교통공단(2017),『2017년 전국 시도 및 도로별 사고 잦은 곳 현황』,
‘일러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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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명 연구지역 연구대상 모형형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인적요인 교통요인 도로요인

음
주
여
부

연
령

성
별

연
평
균
일
교
통
량

차
종
별
구
성
비

속
도

차
로
수
/
차
로
폭

노
면
상
태

기
하
구
조

조
명

설
계
속
도
/
제
한
속
도

중
앙
분
리
대
유
무
/
폭

길
어
깨
폭

시
거

신
호
체
계

Kulmala(1995) 핀란드 신호교차로
(3지/4지)

포아송회귀
음이항회귀 ○ ○ ○ ○ ○

Vogt(1999) 미국
캘리포니아

신호교차로
(3지/4지) 음이항회귀 ○ ○ ○ ○ ○ ○ ○

Bauer and
Harwood(2000)

미국
캘리포니아
및 미시간

신호교차로
(4지) 다항선형회귀 ○ ○ ○ ○ ○ ○ ○

무신호교차로
(3지) 로그선형회귀 ○ ○ ○ ○ ○ ○ ○

무신호교차로
(4지) 음이항회귀 ○ ○ ○ ○ ○

Chin and
Quddus(2003) 싱가포르 신호교차로 음이항회귀 ○ ○ ○ ○ ○ ○ ○

[표 2-2] 교통사고예측모형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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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명 연구지역 연구대상 모형형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인적요인 교통요인 도로요인

음
주
여
부

연
령

성
별

연
평
균
일
교
통
량

차
종
별
구
성
비

속
도

차
로
수
/
차
로
폭

노
면
상
태

기
하
구
조

조
명

설
계
속
도
/
제
한
속
도

중
앙
분
리
대
유
무
/
폭

길
어
깨
폭

시
거

신
호
체
계

Kumara and
Chin(2003) 싱가포르 신호교차로

(3지) 음이항회귀 ○ ○ ○ ○ ○ ○

Salifu(2004) 가나 무신호교차로
(4지) 음이항회귀 ○ ○ ○ ○ ○ ○

Yan et al.(2005) 미국,
플로리다

신호교차로
(4지)

다중
로지스틱회귀 ○ ○ ○ ○ ○ ○ ○ ○ ○ ○ ○

Kim et al.(2007) 미국,
조지아

교차로
(신호/무신호)

이항로지스틱
회귀 ○ ○ ○ ○ ○

자료: Bauer, K. M. and Harwood, D. W.(2000), Statistical models of at-grade intersections accidents-addendum, Publication FHWA-RD-99-094,
FHWA, Washington D.C.; Chin, H. C. and Quddus, M. A.(2003), “Applying the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model to examine traffic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5, pp.253～259; Kulmala, R.(1995), Safety at rural three
and four-arm junction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ccident prediction models.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233, Espo.,;
Kumara, S. S. P. and Chin, H. C.(2003), “Modeling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Tee Intersec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Excess
Zeros,” Traffic Injury Prevention, Vol.4, Issu.1, pp.53～57;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Salifu, M.(2004), “Accident prediction
models for unsignalized urban junctions in Ghana,” In: IATSS Research, Vol.28, Issu.1, pp.68～81; Vogt, A.(1999), Crash models for rural
intersections: four-lane by two-lane stop-controlled and two-lane signalized, Report FHWA-99-128, FHWA, Washington D.C; Yan, X., Radwan,
E. and Abdel-Aty, M.(2005), “Characteristics of rear-end accident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7, pp.98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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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구분 사고잦은곳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 기준

·특별광역시: 연간 인적피해 사고 5건 이상 발생
지점
·기타지역: 연간 인적피해 사고 3건 이상 발생지
점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점은 선정기준보
다 1건씩 적게 적용

공간적 범위 기준

·교차로/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에서 후방으로
30m이내 구역
·기타 단일로: 시가지 지역은 반경 100m 이내, 기
타지역과 고속도로는 반경 200m 이내 구역

자료: 도로교통공단(2017),『2017년 전국 시도 및 도로별 사고 잦은 곳 현황』, ‘일러
두기' 참조.

[표 2-3] 도로교통공단(2017)에 제시된 사고잦은곳 기준

2. 교통사고예측모형 개요

가. 교통사고예측모형의 정의와 기본가정

교통사고예측모형이란 교통량, 속도, 기하구조 등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인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 2-1)과 같이 함수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48).

   (수식 2-1)

여기서,

48)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예측모형은 Accident Prediction Model(Greibe, 2003)이
라고 지칭한다. Hauer(2015, p.1)는 그의 저서에서 교통사고예측모형을 안전
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이하 ‘SPF’)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예측모형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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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률 또는 발생빈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벡터

(수식 2-1)에서 독립변수가 벡터인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률 또는 발

생빈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다양한 독

립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수식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동일

한 여건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예측

모형이 시공간적으로 전이성(Transferability)을 갖는다는 의미와 같다.

특정 조건에서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순간의 발생확률은 동일 조건하에서는

같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한다.

(수식 2-1)은 벡터인 독립변수와 교통사고 발생률인 종속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다. 따라서 수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종속변수가 독

립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예측모형

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시간적으

로 선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가 시간적으로 앞서 형

성되고, 그에 따라 종속변수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

회과학에서는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존재, 독립변수의 시간적 선행성, 제3의 요인 배제”가 충족되어

야 한다고 본다(Song et al., 2014)49).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표

2-2] 참조)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루

었지만, 독립변수의 시간적 선행성이나 제3의 요인 배제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교통사고예측모형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예방가능한 교통사고에 주안점을 둔다. 예방가능하다는 의

미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어할 수 있

49) Song, J., Kim, M., and Bhattacherjee, A.(2014), Social science research-principles
methods and practices, pp.34～35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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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다하

더라도 제어가 어려운 원인은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 다루지 않는다. 때

문에 교통사고예측모형은 근본적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나. 교통사고예측모형 관련 초기연구

초기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DeSilva(1942)는 “노출이란 운전자

가 운전 중에 직면하는 위험요인(Hazards)의 빈도나 위험수준”이라고 했

다50). 그에게는 노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한 공

로가 있다. Skillman(1965)은 DeSilva(1942)가 제안한 노출의 개념을 실

제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방

어운전(Defensive driving)”에 기초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취

할 수 있는 방안을 역으로 생각하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즉 노

출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51). Sowby(1965)는 노출을 사상자수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인

/km’나 ‘인/대․km’ 단위로 표현한다. 그는 노출 간 상대적인 비교는 기

준이 되는 단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집계

할 때, 주행거리나 주행대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다면 시간을 대신 사

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52). Boek(1956)은 총주행거리와 교통사고

(Accidents) 발생빈도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53).

50) DeSilva, H. R.(1942), Why we have automobile accidents, Wiley, New
York; Chapman(1973)의 p.95에서 재인용.

51) Skillman, T. S.(1965), How to reduce road accidents, The Re-appraisal
Society; Chapman(1973)의 p.95에서 재인용.

52) Sowby, F. D.(1965), “Radiation and other risks,” Health Physics, Vol.11,
pp.879～887; Chapman(1973)의 p.96에서 재인용.

53) Boek, J. K.(1956), “Automobile accidents and driving behaviour,” Traffic
Safety Research, Rev., Vol.2, No.4, pp.2～12; Chapman(1973)의 p.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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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Research Inc.(1971)에서는 노출을 “교통사고(Crashes)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인 요인이며, 운전자와 주변환경 간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노출을

“모든 운전조건에서 모든 운전자들에 대한 총주행거리 이상의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①운전자 및 차량, ②도로 및 사용

빈도, 그리고 ③환경요인(기상조건, 주간 또는 야간)으로 구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54).

국가도로의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국가 간 안전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지표를 사용해왔다. 가장 대

표적인 예가 ‘인/대․km’이다. 이 지표를 활용한 예는 Smeed and

Bennett(1949)와 Garwood(1962)가 있다55). 이 지표는 얼마나 많은 차량

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했는지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산정

한다. 이 지표는 유용하지만, 이미 발생한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래에 어느 정도의 확률로 교통사고(또는 사망자수)가 발생할지

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Smeed(1955)의 연구에서는 백만대마일당 부상사고발생률을 안전지표

로 사용한 바 있다56). 그는 도시부보다 지방부에서 이 지표의 수치가 작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도시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상대적으

로 많고 교차로에서의 회전교통량이 발생하여 상충이 발생하는 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에서 수행된 Munsch(1966)의 연구에서는 운전경험이 부족할수록

54) Operations Research Inc.(1971), Development of highway safety statistical
indicators, Prepared for U.S. Dept. of Transportation (DOT HS-800 472)
by Operations Research Inc., 1400 Spring Street, Silver Spring (Contact
FH-11-7507) Md 20910. Reproduced by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B 199 679); Chapman(1973)의 p.96에서 재인용.

55) Garwood, F.(1962), Accident facts. Road Research Laboratory Report
LN-5 (unpublished), Crowthorne, England; Smeed, R. J. and Bennett, G.
T.(1949), Research on road safety and traffic flows, Road Engineering
Division, Institution of Civili Engineers (U.K.), Tuesday 5 April;
Chapman(1973)의 p.96에서 재인용.

56) Smeed, R. J.(1955), “Accident rates,” International Road Safety Traffic,
Rev., Vol.3, No.2, pp.30～40; Chapman(1973)의 p.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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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7). 우편설문방식

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던 Foldvary(1969a; 1969b)의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58).

Erlander et. al.(1969)의 연구에서는 일일 교통량을 독립변수로, 교통

사고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59). 이들은 지방

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률의 상당 부분을 교통량 수준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Baker(1971)는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인

구와 통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통행자수와 대-km가 증가한다. 따라서 교통체계의 개선

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통사고에 대한 ‘노출’ 수준이 증가하면 더 많은 교

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60). Thorpe(1964)

와 Carr(1969)는 노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노출수준이 교통사고 발생률과 연관성이 높은지 추론하기 위해 범주화된

교통사고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61).

57) Munsch, G.(1966), Physical maturity and mature driving, Proceeding 2nd
Congress, Ins. Ass. Accident and Traffic Med., Stockholm; Chapman(1973)
의 p.97에서 재인용.

58) Foldvary, L. A.(1969a), “Road accident rates by number of vehicles on
the register and miles of travel,” Australia Road Research, Vol.3, No.9,
pp.72～89; Foldvary, L. A.(1969b), “Methodological lessons drawn from a
vehicle-mile survey,”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1, No.3,
pp.223～244; Chapman(1973)의 p.97에서 재인용.

59) Erlander, S., Gustavsson, J., and Larusson, E.(1969), “Some investig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 accidents and estimated traffic,”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1, No.1, pp.17～65; Chapman(1973)
의 p.97에서 재인용.

60) Baker, R. F.(1971), The highway risk problem–Policy issues on highway
safety, Wiley, New York; Chapman(1973)의 p.97에서 재인용.

61) Thorpe, J. D.(1964), “Calculating relative involvement rates in accidents
without determining exposure,” ARRB Australia Road Research, Vol.2,
No.1, pp.26～36; Carr, B. R.(1969), “A statistical analysis of rural Ontario
traffic accidents using induced exposure data,”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1, No.4, pp.343～357; Chapman(1973)의 p.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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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교통사고예측모형과 관련된 논쟁: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

률 간 관계

1)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입장

교통량을 포함한 다른 독립변수와 달리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 발생

률과의 관계에 있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독립변수 가운데 하나이

다. Shinar(1998)는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속도가 증가할 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62).

정보처리이론이란 “상황에 대한 인간의 인지, 분석, 판단, 실행과정을 컴

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Lindsay

and Norman, 1977)63). 교통공학에서 외부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정

을 Perception(자각), Identification(확인), Emotion(판단), 그리고 Volition

(행동)으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과 유사하다(원제무·최재성, 2003)64). 다음

은 Shinar(1998)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

을 인용한 것이다: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시간이 줄

어들고, 사고를 회피할 수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운전자가 돌발상

황에 재빠르게 반응하더라도, 제동거리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

가한다... (후략)” (Shinar, 1998, p.231)

Fildes et al.(1991)은 평균속도보다 차량의 속도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62) Shinar, D.(1998) “Speed and Crashes: A Controversial Topic and an
Elusive Relationship. Appendix B.” In Special Report 254: Managing
Speed, TRB,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1998, pp.232～
233의 내용 참조.

63) Lindsay, P. H. and Norman, D. A.(1977),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An introduction to Psychology (2nd edition), Academic Press, New York.

64) 원제무·최제성(2003),『교통공학』, 박영사, p.41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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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평균속도보다 차량의 속도가 커지는 경우

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65). [그림 2-3]

은 Fildes et al.(1991)가 제시한 그림을 인용한 것이다66). 그림에서

Fildes et al.(1991)의 연구결과는 직선(실선 및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평균속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속도의 분산이 커지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의 경

우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를 재해석하자면 속도가 감소하

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지만,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Fildes et al.(1991), Speed behaviour and drivers’ attitude to speeding,
Report 16. Monash University Accident Research Center, Monash, Victoria,
Australia, June, p.62의 Figure 7-1 인용.

[그림 2-3] 평균통행속도와의 차이에 따른 교통사고발생률 변화

(Fildes et al.(1991)의 연구)

65) Fildes, B. N., Rumbold, G. and Leening, A.(1991), Speed behaviour and
drivers’ attitude to speeding, Report 16. Monash University Accident
Research Center, Monash, Victoria, Australia, June의 pp.61～63의 내용 참조.

66) 전게서, p.62의 Figure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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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sson(2004)의 연구에서도 Fildes et al.(1991)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

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67). 그는 속도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 관계를 회귀모형으로 모형화하였다68). [그림 2-4]～[그림 2-6]은

그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이다69). Fildes et al.(1991)과 마찬가지로

Nilsson(2004)도 평균속도가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사망사고, 중상사고, 사상사고에서 모

두 동일하다고 보았다.

주: 교통사고 발생률은 속도가 100km/h인 경우의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상대값임.
자료: Nilsson, G.(2004), Traffic safety dimensions and the Power Model to

describe the effect of speed on safety. Bulletin 221. Lund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Traffic Engineering,
Lund., p.73의 Figure 28 인용.

[그림 2-4] 평균속도와 사망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Nilsson(2004)의 연구)

67) Nilsson, G.(2004), Traffic safety dimensions and the Power Model to
describe the effect of speed on safety. Bulletin 221. Lund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Traffic Engineering,
Lund, pp.72～75의 내용 참조.

68) 전게서, pp.72～75의 내용 참조.
69) 전게서, pp.72～75의 Figure 28～30 참조.



- 27 -

주: 교통사고 발생률은 속도가 100km/h인 경우의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상대값임.
자료: Nilsson, G.(2004), Traffic safety dimensions and the Power Model to

describe the effect of speed on safety. Bulletin 221. Lund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Traffic Engineering,
Lund., p.74의 Figure 29 인용.

[그림 2-5] 평균속도와 사망 및 중상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Nilsson(2004)의 연구)

주: 교통사고 발생률은 속도가 100km/h인 경우의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상대값임.
자료: Nilsson, G.(2004), Traffic safety dimensions and the Power Model to

describe the effect of speed on safety. Bulletin 221. Lund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Traffic Engineering,
Lund., p.75의 Figure 30 인용.

[그림 2-6] 평균속도와 사상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Nilsson(200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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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vik(2009; 2013)은 동일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모형

(Power model)과 지수함수모형(Exponential model) 형태로 속도와 교통

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를 추정하였다70). 모형의 형태가 다르지만

Elvik(2009; 2013)이 주장하는 바도 앞서 살펴본 Fildes et al.(1991)과

Nilsson(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교통사고는 속도가 증가하면 늘어

난다는 것이다71). [그림 2-7]～[그림 2-9]은 Elvik(2013)의 연구에서 제시

한 추정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그는 사상 및 물피 교통사고에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자료: Elvik, R.(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50, p.858의 Fig.3 인용.

[그림 2-7] 초기 주행속도와 사망 교통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

(Elvik(2013)의 연구)

70) Elvik, R.(2009),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road safety. Update and new estimates. Report 1034, Institute of
Transport Economics, Oslo; Elvik, R.(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50, pp.854～860.

71) Elvik, R.(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50, pp.85
8～859 참조.



- 29 -

자료: Elvik, R.(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50, p.858의 Fig.4 인용.

[그림 2-8] 초기 주행속도와 부상 교통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

(Elvik(2013)의 연구)

자료: Elvik, R.(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50, p.859의 Fig.5 인용.

[그림 2-9] 초기 주행속도와 물피 교통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

(Elvik(2013)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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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

속도가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여전히 통용

되고 있다(OECD-ITF, 2018)72).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이

전부터 제기되곤 했다. 교통사고 발생률은 속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초창기 연구로는 Solomon(196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Nilsson(2004)이나 Elvik(2013)과는 달리 교통사고예측모

형을 구축하지 않고, 단순히 속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을 [그림

2-10]～[그림 2-12]와 같이 도식화했다73).

자료: Solomon, D.(1964), Accidents on Main Rural H ighways Related to Speed,
Driver, and Vehicle. Bureau of Public Roads, U.S. Department of
Commerce, July, p.10의 Figure 2 인용.

[그림 2-10] 주행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 (Solomon(1964)의 연구)

72) OECD-ITF(2018), Speed and crash risk, pp.15∼22의 내용 참조.
73) Solomon, D.(1964), Accidents on Main Rural H ighways Related to Speed,

Driver, and Vehicle. Bureau of Public Roads, U.S. Department of
Commerce, pp.10～13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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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olomon, D.(1964), Accidents on Main Rural H ighways Related to Speed,
Driver, and Vehicle. Bureau of Public Roads, U.S. Department of
Commerce, July, p.13의 Figure 4 인용.

[그림 2-11] 주행속도와 부상 교통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 (Solomon(1964)의 연구)

자료: Solomon, D.(1964), Accidents on Main Rural H ighways Related to Speed,
Driver, and Vehicle. Bureau of Public Roads, U.S. Department of
Commerce, July, p.13의 Figure 5 인용.

[그림 2-12] 주행속도와 물피 교통사고 발생빈도 간 관계 (Solomon(196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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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그림 2-12]를 살펴보면 차량의 속도가 대략 50～60mile/h(8

0～97km/h) 사이일 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저이다. 앞서 살펴봤던

Fildes et al.(1991), Nilsson(2004), Elvik(2013)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

는 지점은 차량의 속도가 감소하면, 다시 말해 50mile/h 미만으로 차량

의 속도가 떨어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Hauer(2009)

도 평균속도와 차이가 벌어질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74). Hauer(2009)는 속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운

데 상당수가 회전차량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회전차량으

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했고, 그 결과는 [그림 2-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회전차량을 제외한 경우에도 속도가 낮

아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olomon(1964)

과 Hauer(2009)의 연구결과는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에 있어

뚜렷한 선형관계를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Hauer(2009)

도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지거리가 길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의했지만,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률 간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75).

Hauer(1971)는 Solomon(1964)의 연구에서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가 ‘U’자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소개한 바

있다76). 첫 번째 가설은 운전자의 성향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 Hauer(1971)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유부단하기에 미숙한 운전실력을

보인다. 반대로 과속하는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과감한 주

행을 즐기기에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Hauer, 1971, p.1)

74) Hauer, E.(2009), “Speed and safety,” I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o.2103,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p.13의 내용
참조.

75) 전게서, p.14의 내용 참조.
76) Hauer, E.(1971), “Accidents, overtaking and speed contro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 pp.1～13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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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uer, E.(2009), “Speed and safety,” I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o.2103,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p.13의 Figure 5 인용.

[그림 2-13] 평균속도와의 차이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Hauer(2009)의 연구)

두 번째 가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부요인 때문에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가 ‘U’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속도가 낮

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Hauer(1971)는 다음

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략) 낮은 주행속도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도로의

설계수준이 낮은 곳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속도가 아니

라 결함이 있는 위험한 도로 때문이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

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험사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행속도를 낮춰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Hauer,

1971, p.1)

Hauer(1971)는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가 ‘U’자 형태로 나타

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앞지르기(Overtaking)’ 횟수와 연관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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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했다77). 그가 말한 앞지르기 횟수란 어떤 운전자가 일정한 속

도로 주행할 때, 운전자를 앞질러 간 차량수와 운전자가 앞지른 차량수

간 차이의 절대값을 말한다78). 따라서 어떤 교통류 내에서 운전자가 교통

류의 평균에 해당하는 속도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횟수는 최소가 될 것

이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류의 평균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거나 빠르게

주행한다면, 이 경우에 앞지르기 횟수는 평균속도로 주행할 때보다 커질

것이다. 속도와 앞지르기 횟수 간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2-1

0]～[그림 2-12]에서와 같이 ‘U’자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만약 앞지르기 횟수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면, 이러한 결과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추정하는데 있어 개별 차량의 속

도보다는 속도의 분산이 보다 훌륭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속도의 분산을 고려한다는 것은 개별차량의 속도가 아닌 교통류 내에 존

재하는 복수의 차량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속도의 분산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상관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치

된 결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속도가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

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Filders et al., 1991; Shinar, 1998;

Nilsson, 2004; Elvik, 2009; 2013),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에서는 두 변수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되었기 때문

이다(Solomon, 1964; Hauer, 2009). 이러한 논쟁 속에서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흥미로운 테마가 도출되었다. 그것은

바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속도의 분산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다.

Hauer(1971)는 교통류 관리에 있어 속도의 분산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

도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79). 그의 주장은 속도의 분산이

커질수록 교통류가 불안정해지고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

77) 전게서, pp.3～6의 내용 참조.
78) 전게서, p.4의 내용 참조.
79) 전게서, pp.5～6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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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속도의 분산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에 대해

서는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속도의 분산이 커

질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은 증가한다(Aljanahi et al., 1999; Baruya and

Finch, 1994; Garber and Gadiraju, 1990; Garber and Ehrhart, 2000; Lee

et al., 2002; 2003; Oh et al., 2001)80).

Garber and Gadiraju(1990)는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균속도와 속도의

분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81). Baruya and Finch(1994)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속도에 대한 변동계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점

을 발견했다82). 변동계수가 평균으로 표준화된 분산임을 고려해볼 때, 이

들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Aljanahi et al.(1999)은 잉글랜드의

Tyne and Wear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교통변수와 교

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83).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0) Aljanahi, A. A. M., Rhodes, A. H., and Metcalfe, A.V.(1999), “Speed,
speed limits and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free flow condi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1, pp.161～168; Baruya, A. and
Finch, D. J.(1994), “Investigation of traffic speeds and accidents on urban
roads,” In: Proceedings of Seminar J, PTRC European Transport Forum.
PTRC, London, pp.219～230; Garber, N. J. and Gadiraju, R.(1990), “Factors
influencing speed variance and its influence on accid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213, pp.64～71; Garber, N. J. and Ehrhart, A.
A.(2000), “Effects on speed, flow,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n crash
frequency for two-lane highway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717, pp.76～83;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1～8; Lee C., Hellinga, B., and Saccomanno,
F.(2003), “Real-time crash prediction model for application to crash
prevention in freeway traffic,”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1840,
pp.68∼77.; Oh, J., Oh, C., Ritchie, S., and Chang, M.(2005), “Real-time
estimation of accident likelihood for safety enhancement,”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131, Iss.5, pp.358～363.

81) Garber, N. J. and Gadiraju, R.(1990), “Factors influencing speed variance
and its influence on accid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213,
pp.64～71.

82) Baruya, A. and Finch, D. J.(1994), “Investigation of traffic speeds and
accidents on urban roads,” In: Proceedings of Seminar J, PTRC European
Transport Forum. PTRC, London, pp.219～230.

83) Aljanahi, A. A. M., Rhodes, A. H., and Metcalfe, A. V.(1999),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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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분산이 커질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은 증가한다84). Garber and

Ehrhart(2000)도 속도와 교통량의 변동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했다85). 그들은 모든 교통량 수준에서 속도의 표준편차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관찰했다86). Oh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Bay Area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수집한 속도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도의 분산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밀도함수를 개발하였다87). Lee et al.(2002,

2003)의 연구에서는 토론토에서의 도시고속도로에서 속도의 변동계수와

교통밀도에 주안점을 두었다88).

4) 충격파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본 연구의 가장 관련이 깊은 선행연구로는 Lee and Volpatti(2010)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산과 교통사고 발생률 사

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erner(2004)는 혼잡이 생성

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차량속도의 변화가 가중되고, 그에 따라 교통사

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89). 이러한 점을 고려

speed limits and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free flow condi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1, pp.161～168.

84) 전게서, p.164의 내용 참조.
85) Garber, N. J. and Ehrhart, A. A.(2000), “Effects on speed, flow,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n crash frequency for two-lane highway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717, pp.76～83.

86) 전게서.
87) Oh, J., Oh, C., Ritchie, S., and Chang, M.(2005), “Real-time estimation of

accident likelihood for safety enhancement,”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131, Iss.5, pp.358～363.

88)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1～8; Lee C., Hellinga, B., and Saccomanno, F.(2003),
“Real-time crash prediction model for application to crash prevention in
freeway traffic,”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1840, pp.68∼77.

89) Kerner, B. S.(2004), The physics of traffic: Empirical freeway pattern
features,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theory,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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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ee and Volpatti(2010)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연구성과를 충격파

(Shock wave)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90).

Lee and Volpatti(2010)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월까지 13개월 동안

캐나다 토론토의 Gardiner 고속도로 2.2km 구간([그림 2-14] 참rh)에서

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59건에 대해 충격파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에 대해 연구하였다91). 이들은 검지기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하나는 충격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충격파속도 간 차이가 있는지

모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종속변수

로, 충격파속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자료: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62의 Fig. (1) 인용.

[그림 2-14] Lee and Volpatti(2010)에서 언급된 연구대상 구간

[그림 2-15]는 전진충격파 발생상황에서 교통사고 미발생시(그림에서

좌측)와 발생시(그림에서 우측)의 충격파속도 빈도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Lee and Volpatti(2010)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그림을 살펴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충격파속도 빈도분포가 그렇지 않은 경우

90)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p.61～70.

91) 전게서, p.62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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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보다 좌측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평균 차이 검정에서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92),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수식

2-2 참조)에서도 독립변수의 계수부호가 부(-)인 것으로 나타났다93)94). 이

에 대해 Lee and Volpatti(2010)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료: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68의 Fig. (5) 인용.

[그림 2-15] 전진충격파 발생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좌)와

미발생시(우)의 충격파속도 빈도분포 (Lee and Volpatti(2010)의 연구)

ln
    (수식 2-2)

여기서,

92) 저자들이 제시한 값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시의 전진충격파속도는 약
54km/h, 미발생시의 전진충격파속도는 약 65km/h로 5% 유의수준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Volpatti, 2010, p.68).

93)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p.68～69의 내용 참조.

94) 저자들은 후진충격파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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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여부(1이면 발생, 0이면 미발생)
  충격파속도(km/h)

“낮은 속도의 전진충격파는 대개 정상교통류와 혼잡교통류의 경계부

근에서 발생한다... (중략) 다시 말해, 교통류 상태가 급변하는 상황에

서 전진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량들은 이러한 상황

에서 자신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전방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Lee and Volpatti, 2010, p.69)95)

Lee and Volpatti(2010)는 이항로지스틱회귀에서 도출된 충격파속도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지만96), 모형자체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교통류에서 속도의

분산을 충격파로 해석한 공로가 있다.

2.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선행연구를 통해 도로요인과 교통요인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

치는 유의미한 요인들이 규명되었다. 도로요인으로는 기하구조, 노면상

태, 설계속도 또는 제한속도 등을 들 수 있다(Bauer and Harwood,

2000; Chin and Quddus, 2003; Kim et al., 2007; Kulmala, 1995;

Kumara and Chin, 2003; Salifu, 2004; Vogt, 1999)97). 교통요인으로 교

95) Lee, C. and Volpatti, S.(2010), “Effects of shock waves on freeway crash
likelihood,” The Open Transportation Journal, Vol.4, p.69의 내용 참조.

96) 추정된 회귀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value=0.025)하
다고 밝혔다(Lee and Volpatti, 2010, p.69).

97) Bauer, K. M., and Harwood, D. W.(2000), Statistical models of at-grade
intersections accidents-addendum, Publication FHWA-RD-99-094, FHWA,
Washington D.C.; Chin, H. C. and Quddus, M. A.(2003), “Applying the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model to examine traffic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5, pp.253～259;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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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량이 가장 유의미하며(Bauer and Harwood, 2000; Chin and Quddus,

2003; Kim et al., 2007; Kulmala, 1995; Kumara and Chin, 2003; Salifu,

2004; Vogt, 1999; Yan et al., 2005)98), 주행속도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

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Filders et al., 1991; Shinar, 1998; Nilsson,

2004; Elvik, 2009; 2013; Solomon, 1964; Hauer, 2009)99). 반면에 교통류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Kulmala, R.
(1995), Safety at rural three and four-arm junction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ccident prediction models.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233, Espo.; Kumara, S. S. P., and Chin, H. C.(2003),
“Modeling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Tee Intersec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Excess Zeros,” Traffic Injury Prevention, Vol.4,
Issu.1, pp.53～57; Salifu, M.(2004), “Accident prediction models for
unsignalized urban junctions in Ghana,” In: IATSS Research, Vol.28,
Issu.1, pp.68～81; Vogt, A.(1999), Crash models for rural intersections:
four-lane by two-lane stopcontrolled and two-lane signalized, Report
FHWA-99-128, FHWA, Washington D.C.

98) Bauer, K. M., and Harwood, D. W.(2000), Statistical models of at-grade
intersections accidents-addendum, Publication FHWA-RD-99-094, FHWA,
Washington D.C.; Chin, H. C. and Quddus, M. A.(2003), “Applying the
random effect negative binomial model to examine traffic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intersec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5, pp.253～259; Kim, D., Lee, Y., Washington, S., and Choi, K.(2007),
“Modeling crash outcome probabilities at rural intersections,” Application
of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models, Vol.39, pp.125～134; Kulmala, R.
(1995), Safety at rural three and four-arm junction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ccident prediction models.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VTT 233, Espo.; Kumara, S. S. P. and Chin, H. C.(2003),
“Modeling Accident Occurrence at Signalized Tee Intersec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Excess Zeros,” Traffic Injury Prevention, Vol.4,
Issu.1, pp.53～57; Salifu, M.(2004), “Accident prediction models for
unsignalized urban junctions in Ghana,” In: IATSS Research, Vol.28,
Issu.1, pp.68～81; Vogt, A.(1999), Crash models for rural intersections:
four-lane by two-lane stopcontrolled and two-lane signalized, Report
FHWA-99-128, FHWA, Washington D.C.; Yan, X., Radwan, E., and
Abdel-Aty, M.(2005), “Characteristics of rear-end accidents at 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7, pp.983～995.

99) Fildes, B. N., Rumbold, G., and Leening, A.(1991), Speed behaviour and
drivers’ attitude to speeding, Report 16. Monash University Accident
Research Center, Monash, Victoria, Australia, June; Shinar, 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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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분산이 커질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Aljanahi et al., 1999; Baruya and Finch, 1994; Garber

and Gadiraju, 1990; Garber and Ehrhart, 2000; Lee et al., 2002; 2003;

Oh et al., 2001)100).

“Speed and Crashes: A Controversial Topic and an Elusive Relationship.
Appendix B.” In Special Report 254: Managing Speed, TRB,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1998; Nilsson, G.(2004), Traffic safety
dimensions and the Power Model to describe the effect of speed on
safety. Bulletin 221. Lund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Traffic Engineering, Lund; Elvik, R.(2009),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road safety. Update
and new estimates. Report 1034, Institute of Transport Economics, Oslo;
Elvik, R.(2013), “A re-parameterisation of the power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of traffic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accident victim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50, pp.85
4～860; Solomon, D.(1964), Accidents on Main Rural H ighways Related
to Speed, Driver, and Vehicle. Bureau of Public Roads, U.S. Department
of Commerce; Hauer, E.(2009), “Speed and safety,” I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o.2103,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100) Aljanahi, A. A. M., Rhodes, A. H., and Metcalfe, A. V.(1999), “Speed,
speed limits and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free flow condi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1, pp.161～168; Baruya, A. and
Finch, D. J.(1994), “Investigation of traffic speeds and accidents on
urban roads,” In: Proceedings of Seminar J, PTRC European Transport
Forum. PTRC, London, pp.219～230; Garber, N. J. and Gadiraju,
R.(1990), “Factors influencing speed variance and its influence on
accid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213, pp.64～71;
Garber, N. J. and Ehrhart, A. A.(2000), “Effects on speed, flow,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n crash frequency for two-lane highway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717, pp.76～83;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
1～8; Lee C., Hellinga, B., and Saccomanno, F.(2003), “Real-time crash
prediction model for application to crash prevention in freeway traffic,”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1840, pp.68∼77.; Oh, J., Oh, C.,
Ritchie, S., and Chang, M.(2005), “Real-time estimation of accident
likelihood for safety enhancement,”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131, Iss.5, pp.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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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검토되었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거시데이터에 기반한

집계연구(Aggregate studies)에 해당한다. 집계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는 집계단위가 최소 1시간 이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집계연구에서 도출

된 성과를 실시간 교통사고 대응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Hurdle and

Son(2010)은 교통류모형에 대해 “실용성이 떨어진다(little practical

use)”는 비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101), 이러한 비판은 기존 교통사고예

측모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당 비판은 모형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집계

단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보통 모형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집계단

위는 1년 또는 1시간 단위인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교통류를 설명하

기에는 데이터의 집계단위 자체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교통

사고와 같이 찰나에 발생하는 현상을 1시간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로 설

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앞으로는 비집계연구가 활성화되어

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요인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교통사고예측모형은 독립변수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상관관계를 모형화한 것이다. 다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간주했을 뿐

이다. 문제는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상관관계로는 특정 교통사고

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km 고

속도로 구간에서 1년 동안 도로선형 불량과 작은 회전반경 때문에 10건

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다시 말해, 교통사고예측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도로선형과 작은 회전반경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채택되었다). 10건의 교통사고 중 세 번째로 발생한 교통사

고가 도로선형 불량 때문이었는지 작은 회전반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두 요인의 복합요인 때문이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독립변수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집계된 데

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101) Hurdle, V. F. and Son, B.(2000), “Road test of a freeway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Vol.34, p.538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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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맥락을 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찾아야 한다.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된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개요는 [표 2-4]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

구는 5분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시데이터 기반

비집계연구에 해당한다102). 집계연구와 비집계연구를 구분하는 기준 가

운데 하나는 교통류의 상태변화를 독립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이

다. 가령,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5분 단위로 변하는 교통류의 속

도와 속도의 분산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는

데103), 이는 집계연구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다104). 본 연구에서

도 교통류의 속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Lee et al.(2002)의

연구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교통류 속

도 또는 속도의 분산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

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적

으로는 상류와 하류,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교통류 속도를 독립변수로 고

려한다는 점에서 Lee et al.(2002)의 연구와 구분된다.

102) 집계되는 데이터의 시간단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비집계데이터로 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를 포함하
여 본문에서 언급된 비집계데이터 기반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는 5분 단위
로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했다(Abdel-Aty et al., 2004; 2006; Lee et al.,
2002; 2003). 향후 데이터 처리기술이 발달하면 1분 단위 혹은 수초 단위
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시점이 되면,
비집계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5분 보다는 짧아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는 5분 단위로 혹은 그 이하로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집계
연구라고 지칭했다.

103)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1～8.

104) 집계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속도는 설계속도 또는 제한속도이다([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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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선행연구

본연구
거시데이터 기반 집계연구 미시데이터 기반 비집계연구

검토대상연구 Bauer and Harwood(2000) 외 7건1) Abdel-Aty et al.(2004)외 3건2) -

데이터
종류3) 검지기 데이터 검지기 데이터 내비게이션

데이터

집계단위 1시간 ∼ 1년 이상 5분 5분

분석(회귀)모형4) 다항선형, 로그선형, 이항로지스틱회귀,
다항로지스틱회귀, 포아송, 음이항 이항로지스틱회귀, 이항로짓, 승법모형 이항로지스틱

회귀

독립변수
인적요인 연령, 성별, 음주여부 등
교통요인 AADT, 속도, 차종구성 등
도로요인 기하구조, 노면상태, 신호 등

교통요인 교통량, 속도, 밀도
도로요인 기하구조
환경요인 강수량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전이

분석목적 인적요인, 교통요인, 도로요인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통류의 상태변화, 기하구조,
기상요인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전이와
교통사고 발생
간 관계 모형화

주: 1) Bauer and Harwood(2000), Chin and Quddus(2003), Kim et al.(2007), Kulmala(1995), Kumara and Chin(2003), Salifu(2004),
Vogt(1999) 및 Yan et al.(2005).

주: 2) Abdel-Aty et al.(2004; 2006) 및 Lee et al.(2002; 2003).
주: 3) 검지기 또는 내비게이션에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교통요인(교통량, 속도, 밀도 등)에 국한되며, 인적요인, 도로요인,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교통사고 데이터는 별도의 자료원에서 취득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각 논문 참조.
주: 4) Lee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승법모형(Multiplicative model)을 제외하고, 검토된 선행연구와 본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모형은 모두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 형태의 가법모형(Additive model)에 속함.

[표 2-4]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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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계연구를 통해 사고잦은곳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선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계된 데이터만으로는 혼잡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

는 점은 살펴보기 어려웠다. 사고잦은곳에 대한 대책에서 물리적인 시설

개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론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잡과 교통류의 속도변화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이다105). 혼잡이나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설명가능한 교통사고가 선별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기존의 물리

적인 시설개선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혼잡의 발생이나 급격한 교통류의

속도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류 관리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

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혼잡과 교통류의 속도변화에 주목하는 이

유도 이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교통사고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는 언제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기존 연구가 ‘무엇’에 관한 연구

라면, 본 연구는 ‘언제’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무엇’이란 교통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또

는 구간의 교통량은 어느 수준인지106), 기하구조는 어떠한지 등을 교통

사고 발생률과 연관 지어서 설명했다. 분명 공간적 특성은 교통사고 발

생률과 관련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 변화

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

통류 속도의 시공간적 변화가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현상임을 분석과

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때’를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105) 혼잡이나 교통류의 속도변화가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혼잡이나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설명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106) 교통량은 시간단위로 측정되는 변수이므로 ‘언제’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교통량은 집계수준이 1년 또는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년 단위로 집계된 독
립변수에서는 시간적 특성은 희석되는 반면, 공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
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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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기 데이터가 아닌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이다. 도로에 매설된 검지기에 비해 내비게이션

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집범위가 광범위하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별도로 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없다. 이는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차량에 내장된 장치가 아니라, 모바

일 기기를 통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로안내를 위해서 구

축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필요에 초기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다107). 민간기업에서 주로 수집하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데이

터의 집계수준을 높이고, 비식별화 기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류 분석과 교통사고 분석이 가능하다

는 점이 확인되면, 검지기 데이터 이외에도 교통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가 다양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7) 내비게이션 시스템 본래의 목적을 위해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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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제1절 분석데이터 종류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입수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내비게이션 데이

터, 제보 데이터, 그리고 표준노드링크 데이터이다. 내비게이션 데이터에

서는 링크ID 및 속도 데이터, 제보 데이터에서는 링크ID 및 교통사고 데

이터, 그리고 표준노드링크 데이터에서는 링크ID 및 도로연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데이터명 수집․관리
기관

수집 및
업데이트
주기

본 연구에서
입수한
데이터수

데이터
세부항목

내비게이션
데이터 SK Tmap

5분
(내비게이션
이용시)

25,228,800개1)
링크별 5분
단위 집계된
속도데이터

제보 데이터 교통방송 수시
(제보접수시) 37,235건2) 링크별

제보데이터

표준노드링크
데이터 국토교통부 연 9～10회 6,480개3) 링크별

속성데이터

주: 1) 25,228,800 = 8,199,360 + 6,937,920 + 5,045,760 + 5,045,760 (아래 표 참조)

분석구간 데이터 개수
강변
북로

공항방향 8,199,360 = 링크 78(개) × 365(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도심방향 6,937,920 = 링크 66(개) × 365(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올림픽
대로

공항방향 5,045,760 = 링크 48(개) × 365(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도심방향 5,045,760 = 링크 48(개) × 365(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주: 2) 2017년 365일 동안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서 접수된 제보건수
주: 3) 6,480 = 링크 240(=78+66+48+48)(개) × 27(속성/링크)
자료: 네비게이션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제보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자료: 표준노드링크 데이터-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 http://nodelink.its.go.kr/, (2019.08.27).

[표 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종류와 개요

http://nodelink.i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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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공항방향 36.3km 구간, 강변북로 도심방향 36.8km 구간, 올

림픽대로 공항방향 39.1km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38.5km

구간은 각각 표준링크 78개, 66개, 48개 그리고 4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링크에 대해 365일, 24시간 동안 5분 단위로 집계된 속도 데이터를

입수하였고, 데이터수는 25,228,800개이다. 제보 데이터는 연구대상 구간

에서 365일 동안 접수된 제보건수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제

보건수는 37,235건이다. 제보된 내용은 공사, 단순정보, 교통사고, 재해,

행사/집회, 기타로 구분된다(교통방송, 2018)108). 표준노드링크 데이터는

각 링크별로 27개의 속성값을 갖는다. 따라서 입수된 표준노드링크 데이

터는 6,480개이다([표 3-1] 참조).

데이터 종류 입수한 데이터수 실제로 사용된 데이터수

속도 데이터 25,228,800개 16,657,920개1)

교통사고 데이터 4,888건2) 3,375건3)

표준링크 데이터 6,480개 480개4)

주: 1) 16,657,920 = 5,413,824 + 4,580,928 + 3,331,584 + 3,331,584 (아래 표 참조)

분석구간 데이터 개수
강변
북로

공항방향 5,413,824 = 링크 78(개) × 241(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도심방향 4,580,928 = 링크 66(개) × 241(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올림픽
대로

공항방향 3,331,584 = 링크 48(개) × 241(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도심방향 3,331,584 = 링크 48(개) × 241(일) × 24(시간/일) × 12(=60분÷5분)

주: 2) 2017년 365일 동안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
생건수의 합계.

주: 3) 2017년 241일(평일) 동안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
고 발생건수의 합계.

주: 4) 480 = 링크수 240(=78+66+48+48)(개) × 2(속성/링크)
자료: 네비게이션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제보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자료: 표준노드링크 데이터-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 http://nodelink.its.go.kr/, (2019.08.27).

[표 3-2]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실제로 사용된 데이터 개수

108) 교통방송(2018),「제보 데이터」(내부자료).



- 49 -

[표 3-2]는 입수한 데이터 중 연구에서 실제로 분석에서 사용했던 데

이터수를 데이터 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7년 365일 가운데 평일

241일에 해당하는 링크별 속도 데이터수는 16,657,920개이다109). 이 수치

는 분석기간 동안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

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의 속도 데이터 개수를 합산한

값이다. 2017년 1년 동안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888건이며, 평일 241일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76건이

다. 표준노드링크 데이터 가운데 사용된 데이터수는 480개이며, 이는 링

크ID와 링크연장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1. 내비게이션 데이터(속도 데이터)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SK Tmap의 협조를 얻어 입수하였다. 내비게이

션 데이터의 세부항목은 GPS좌표와 좌표수집시각으로 구성된다. 이를

토대로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시간대별 위치,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생성

한다(최찬영, 2017)110). [표 3-3]은 내비게이션 데이터의 구성예시를 정리

한 것이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세

부항목을 매 5분마다 갱신해서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찬영,

2017)111). 현행법상 개인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개

인정보보호법, 2017.10.19)112). 본 연구에서는 SK Tmap에 개별 이용자가

아닌 집계된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했고, 5분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전

달받았다.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성은 [표 3-4]와 같다.

109) 평일의 기준은 제3장 제2절 참조.
110) 최찬영(2017),「T map & Big Data 현황과 활용방안」, SK Telecom, 한

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포럼(2017.03.16) 발표자료, p.7의 내용 참조.
111) 전게서.
112)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2017.10.19)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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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데이터명 내비게이션 데이터

수집/관리기관 SK Tmap

수집/갱신주기 5분(이용자가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시)

수집항목

변수명 변수설명 형식 예시

X좌표 GPS의위도 실수(8자리) 37.537074

Y좌표 GPS의경도 실수(9자리) 126.977127

좌표수집시각 좌표가
수집되는시각 정수(14자리) 2017-02-12-1

8-22-00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표 3-3] 내비게이션 데이터 개요

표준링크ID1) 일자(YYYYMMDD) 시간(시:분) 링크통행속도(km)2)

2210044802 20170101 00:00 74

2210044802 20170101 00:05 69

: : : :

2210044801 20170314 09:25 45

2210044801 20170314 09:30 43

: : : :

주: 1) SK Tmap에서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구축할 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드링크체계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해당 노드링크체계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노드링크체계와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어려움. SK Tmap
에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요청할 때, 표준노드링크 체계로 변환된 데이터를 입
수하였음.

주: 2) 5분 단위로 집계된 링크통행속도를 의미함.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표 3-4] 연구에서 사용된 내비게이션 데이터 형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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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 데이터(교통사고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이하 ‘TAAS’)113)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 데이터 대신, 교통방송에

서 제공받은 제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TAAS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지

점을 ‘EPSG:5179-Korea 2000’ 좌표체계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114). 반면 교통방송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표준노드링크에 매칭

시켜 데이터를 저장한다(교통방송, 2018)115). 내비게이션의 속도 데이터

도 표준노드링크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속도 데이터와 교통사고

데이터(발생지점)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제보 데이

터를 매칭하는 것이 작업면에서 수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보 데이터에

서 추출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표 3-5]는 제보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교통방송에서는 제보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수시로 접수하여 제보 데

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제보자들이 제보하는 내용은 공사, 사고, 재해, 행

사/집회, 단순정보, 일반기타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된다(교통방송, 201

8)116). 이 가운데 ‘사고’에 해당하는 유형을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본 연구

에 활용하였다. 교통방송(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분석 대상구간

에서 37,235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교통사고는 4,888건이다117).

113) TAAS에서는 경찰청에서 수집한 경찰DB(공식통계)와 경찰DB에 보험사․
공제조합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집계한 통합DB 형태로 다양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소개, http://taas.koroad.or.kr/,
(2019.08.27)).

114) TAAS에서는 교통사고 지점 데이터의 정확한 좌표값이나 좌표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 않다. 현재 TAAS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 지점을 기존
좌표체계와 대조해볼 때, ‘EPGS:5179-Korea 2000’ 좌표체계로 교통사고
지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좌표계는 포털사이트
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이기도 하다.

115) 교통방송 (2018),「제보 데이터」(내부자료).
116) 전게서.
117) 전게서.

http://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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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데이터명 제보 데이터

수집/관리기관 교통방송

수집/갱신주기 상시(제보자가 제보시)

수집항목

변수명 변수설명 저장형식 예시

발생일시 유고발생
연월일시분초 정수(14자리) 2017-02-12-1

8-22-00

종료일시 유고종료
연월일시분초 정수(14자리) 2017-02-12-1

8-22-00

유고유형 발생한유고의
종류 문자 사고

도로권역 유고가발생한
행정권 문자 강남잠실권

도로명칭 유고가발생한
도로명 문자 올림픽대로

도로방향명칭 유고가발생한
지점의주행방향 문자 강일IC→

주은물산

제보내용 발생한유고에
대한개요 문자 승용차

추돌사고로정체

링크번호 유고가발생한
표준노드링크 정수(10자리) 1240055100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표 3-5] 제보 데이터 개요

3. 표준노드링크 데이터(표준링크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표준노드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노드링크 데이터

에서 각 링크는 27개의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다118). 이 가운데 본 연구에

서는 각 링크의 링크ID와 링크연장(도로연장)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링크

ID는 속도 데이터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매칭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

다. 링크연장은 속도전이도에서 정체행렬의 생성 및 소멸 속도와 교통류

의 속도를 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118) 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 http://nodelink.its.go.kr/,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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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과 관련된 가정

1. 속도전이도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과 교통사고 발생확

률 간 관계에 관한 분석과 링크 간 속도차이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분석을 위해 속도전이도를 제작하였다. 속도전이도란 시간축과 공간축을

갖는 2차원 평면상에서 시공간이 변함에 따라 링크의 속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속도전이도의 예시는 [그림 3-1]에 제

시되어 있다. 속도전이도에서 가로축은 시간축으로 진행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시간축의 범위는 0시부터 24시까지이고 5분 단위로 분할되

어 있다. 세로축은 공간축으로 진행방향은 아래쪽에서 위쪽이다. 공간축

의 범위는 분석대상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6～39km 정도이다. 공

간축은 링크단위로 분할되어 있다. 가령, 분석대상 구간이 강변북로 공항

방향인 경우에 공간축은 78개로 분할되어 있다. 따라서 강변북로 공항방

향의 속도전이도 하나는 총 22,464개의 셀로 구성된다119). 마찬가지로 링

크개수가 각각 66개, 48개 및 48개인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

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의 속도전이도는 각각 19,008개,

13,824개 및 13,824개의 셀로 구성된다120).

속도전이도에서 각 셀은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와 같이 2개의 속

성값을 갖는다. 셀의 속도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에서 입수한 속도 데이터

를 입력하였다. 셀의 교통사고 발생여부는 제보 데이터의 교통사고 데이

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121). 속도 데이터와 교통사고 데이터 간 매칭기준은 링크ID이

며, 링크ID는 표준노드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국토교통부, 2019)122) 표

119) 시간축 분할개수 288(=24(시간)×60(분)÷5(분))개에 공간축 분할개수 78개를
곱한 결과이다.

120) 강변북로 도심방향 속도전이도의 셀 개수: 288×66=19,00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및 도심방향 속도전이도의 셀 개수: 288×48=13,824.

121) 속도전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검정색 점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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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링크ID를 의미한다.

[그림 3-1] 속도전이도(Speed Transition Diagram) 예시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단위의 속도전이도를 네 곳의 분석대상 구간에

대해 일차적으로 1,460개 제작하였다123). 2017년 365일 중 평일의 교통류

흐름을 보이는 날은 241일이다124). 이와 같은 이유로 제작된 속도전이도

가운데 평일에 해당하는 964개만 분석에 사용하였다125). [그림 3-2]～[그

림 3-5]는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에 대해 제작된 속도전이도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대상 구간 1년 241일에 대한 속도전이도는 <부록>에 제시

하였다.

122) 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 http://nodelink.its.go.kr/, (2019.08.27).
123) 365(일)×4(개)=1,460.
124) 평일의 기준은 제3장 제2절 참조.
125) 241(일)×4(개 구간)=964

http://nodelink.its.go.kr/


- 55 -

1월 2일(월) 4월 3일(월) 7월 3일(월) 10월 16일(월)

1월 3일(화) 4월 4일(화) 7월 4일(화) 10월 17일(화)

1월 4일(수) 4월 5일(수) 7월 5일(수) 10월 18일(수)

1월 5일(목) 4월 6일(목) 7월 6일(목) 10월 19일(목)

1월 6일(금) 4월 7일(금) 7월 7일(금) 10월 20일(금)

1월 9일(월) 4월 10일(월) 7월 10일(월) 10월 23일(월)

1월 10일(화) 4월 11일(화) 7월 11일(화) 10월 24일(화)

1월 11일(수) 4월 12일(수) 7월 12일(수) 10월 25일(수)

1월 12일(목) 4월 13일(목) 7월 13일(목) 10월 26일(목)

1월 13일(금) 4월 14일(금) 7월 14일(금) 10월 27일(금)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3-2] 강변북로 공항방향에 대해 제작된 속도전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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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월) 4월 3일(월) 7월 3일(월) 10월 16일(월)

1월 3일(화) 4월 4일(화) 7월 4일(화) 10월 17일(화)

1월 4일(수) 4월 5일(수) 7월 5일(수) 10월 18일(수)

1월 5일(목) 4월 6일(목) 7월 6일(목) 10월 19일(목)

1월 6일(금) 4월 7일(금) 7월 7일(금) 10월 20일(금)

1월 9일(월) 4월 10일(월) 7월 10일(월) 10월 23일(월)

1월 10일(화) 4월 11일(화) 7월 11일(화) 10월 24일(화)

1월 11일(수) 4월 12일(수) 7월 12일(수) 10월 25일(수)

1월 12일(목) 4월 13일(목) 7월 13일(목) 10월 26일(목)

1월 13일(금) 4월 14일(금) 7월 14일(금) 10월 27일(금)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3-3] 강변북로 도심방향에 대해 제작된 속도전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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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월) 4월 3일(월) 7월 3일(월) 10월 16일(월)

1월 3일(화) 4월 4일(화) 7월 4일(화) 10월 17일(화)

1월 4일(수) 4월 5일(수) 7월 5일(수) 10월 18일(수)

1월 5일(목) 4월 6일(목) 7월 6일(목) 10월 19일(목)

1월 6일(금) 4월 7일(금) 7월 7일(금) 10월 20일(금)

1월 9일(월) 4월 10일(월) 7월 10일(월) 10월 23일(월)

1월 10일(화) 4월 11일(화) 7월 11일(화) 10월 24일(화)

1월 11일(수) 4월 12일(수) 7월 12일(수) 10월 25일(수)

1월 12일(목) 4월 13일(목) 7월 13일(목) 10월 26일(목)

1월 13일(금) 4월 14일(금) 7월 14일(금) 10월 27일(금)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3-4] 올림픽대로 공항방향에 대해 제작된 속도전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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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월) 4월 3일(월) 7월 3일(월) 10월 16일(월)

1월 3일(화) 4월 4일(화) 7월 4일(화) 10월 17일(화)

1월 4일(수) 4월 5일(수) 7월 5일(수) 10월 18일(수)

1월 5일(목) 4월 6일(목) 7월 6일(목) 10월 19일(목)

1월 6일(금) 4월 7일(금) 7월 7일(금) 10월 20일(금)

1월 9일(월) 4월 10일(월) 7월 10일(월) 10월 23일(월)

1월 10일(화) 4월 11일(화) 7월 11일(화) 10월 24일(화)

1월 11일(수) 4월 12일(수) 7월 12일(수) 10월 25일(수)

1월 12일(목) 4월 13일(목) 7월 13일(목) 10월 26일(목)

1월 13일(금) 4월 14일(금) 7월 14일(금) 10월 27일(금)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3-5]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에 대해 제작된 속도전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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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강변북로의 1년 집계 속도전이도를, [그림 3-7]은 올림

픽대로의 1년 집계 속도전이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 3-6]은 강

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1년 집계 속도전이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시공간을 정리한 것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향>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3-6] 강변북로의 1년 집계 속도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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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3-7] 올림픽대로의 1년 집계 속도전이도

강변북로 공항방향의 시종점은 각각 토평IC와 북로JC이며, 구간연장

은 36.3km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서는 크게 세 번의 반복적인

혼잡시공간이 나타난다([그림 3-6] 참조).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12시

사이 강동대교와 잠실대교 구간,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강동대교와 잠실대교 구간,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11시 사이

청담대교와 성산대교 구간에서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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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구간 시점 종점
구간
연장

혼잡시공간
공간범위 시간범위

강변
북로

공항방향 토평IC 북로JC 36.3km

강동대교～
잠실대교 06:45～12:00

강동대교～
잠실대교 13:20～20:35

청담대교～
성산대교 13:20～23:00

도심방향 북로JC 토평IC 36.8km

방화대교～
동작대교 06:45～12:00

방화대교～
동작대교 13:20～20:35

동작대교～
잠실대교 13:20～20:35

올림픽
대로

공항방향 강일IC 88JC 39.1km

천호대교～
잠실대교

06:45～12:00

잠실대교～
성수대교 06:45～09:00

성수대교～
동작대교

06:45～09:00

잠실대교～
성수대교 13:20～20:35

성수대교～
동작대교 13:20～20:35

동작대교～
성산대교 17:00～20:35

도심방향 88JC 강일IC 38.5km

방화대교～
성산대교 06:45～12:00

마포대교～
잠실대교 06:45～12:00

방화대교～
성산대교 13:20～20:35

마포대교～
잠실대교

13:20～20:35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선별함.

[표 3-6]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의 주요 혼잡시공간

강변북로 도심방향의 시종점은 각각 북로JC와 토평IC이며, 구간연장

은 36.8km이다.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에서는 크게 세 번의 반복적인

혼잡시공간이 나타난다([그림 3-6] 참조).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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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방화대교와 동작대교 구간,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방화대교와 동작대교 구간,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

이 동작대교와 잠실대교 구간에서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한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의 시종점은 각각 강일IC와 88JC이며, 구간연장

은 39.1km이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에서는 크게 여섯 번의 반복적

인 혼잡시공간이 나타난다([그림 3-7] 참조).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12

시 사이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오전 6시 45분에서 오전 9시 사이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오전 6시 45분에서 오전 9시 사이 성수대

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잠실대교

와 성수대교 구간,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성수대교와

동작대교 구간, 그리고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동작대교와 성

산대교 구간에서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한다.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의 시종점은 각각 88JC와 강일IC이며, 구간연장

은 38.5km이다.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에서는 크게 네 번의 반복적인

혼잡시공간이 나타난다([그림 3-7] 참조).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12시

사이 방화대교와 성산대교 구간,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12시 사이 마

포대교와 잠실대교 구간,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방화대

교와 성산대교 구간,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8시 35분 사이 마

포대교와 잠실대교 구간에서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한다.

분석대상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시간대는 대략 오전 시

간대는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12시 사이, 오후 시간대는 13시 20분에

서 오후 8시 35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 첨두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이고, 오후 첨두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

이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시간대는 일

반적인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대 보다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방향성을 보이는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과는 달리 올림픽대로 도심

방향 구간에서는 오전 6시 45분에서 오후 8시 35분 동안 방화대교와 잠

실대교 사이에서 지속적인 혼잡이 관찰된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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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일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속도전이도를 2017년 365일에 대해 하

루 단위로 제작하였다. [그림 3-8]은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해 제작된 365개의 속도전이도 가운데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3-9]는 평일 241일의 속도전이도를 축약하여 1년

단위로 집계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3-8]을 살펴보면, 평일에 나타나는

양상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간대와 구간에 걸쳐 혼잡현

상이 반복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9]에서 정의된 5

개 혼잡영역이 [그림 3-8]의 각 속도전이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

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공휴일이나 연휴기간에 나타나는 속도전이도의 양상은 평일의

양상과는 다르다. [그림 3-10]은 2017년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 중에 나

타났던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 분포도를 속도전이도로 제작한 것이다. 공

휴일이었던 2017년 1월 8일에는 혼잡영역이 평일에 비해 보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구간에서 발생했다. 유사하게 10일의 연휴기간 중 하나였던

2017년 10월 3일에도 평상시와는 다른 형태의 혼잡양상을 보였다126).

[그림 3-9]에서 살펴봤던 평일의 혼잡양상은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나타

나는 현상이기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현상이다. [그림 3-10]에서 살펴

본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 동안의 혼잡양상은 평일과 그 양상이 다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예측이 어렵다. [그림 3-8]을 기

준으로 혼잡영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날을 평일로 선별하고, 이에 부

합하는 241일을 평일로 정의하였다127).

126)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공휴일, 개천절, 추석연휴, 대체휴일
로 10일 동안의 연휴기간이 지속되었다.

127)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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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수)] [2017년 3월 13일(월)]

[2017년 4월 12일(수)] [2017년 6월 9일(금)]

[2017년 8월 17일(목)] [2017년 10월 24일(화)]

[2017년 11월 23일(목)] [2017년 12월 15일(금)]
주: 1) 각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5분 단위, 0～24시간), 세로축은 구간(36.3km)을 의미.
주: 2) 속도전이도에서 영역의 색상이 짙은 곳일수록 속도가 낮음을 의미.
주: 3) 각 속도전이도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링크는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의미.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3-8] 2017년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 제작한 하루 단위

속도전이도 예시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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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5분 단위, 0～24시간), 세로축은 구간(36.3km)을 의미.
주: 2) 속도전이도에서 영역의 색상이 짙은 곳일수록 속도가 낮음을 의미.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3-9] 2017년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 제작한

1년 집계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8일(일)] [2017년 10월 3일(화)]

주: 1) 각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5분 단위, 0～24시간), 세로축은 구간(36.3km)을 의미.
주: 2) 속도전이도에서 영역의 색상이 짙은 곳일수록 속도가 낮음을 의미.
주: 3) 각 속도전이도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링크는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의미.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3-10] 2017년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 제작한

하루 단위 속도전이도 예시 (공휴일 또는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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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잡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혼잡한 교통류와 혼잡하지 않은 교통류가 서로 만날

때, 그 경계를 정체행렬로 간주하였다. 이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

떤 교통류가 혼잡한 교통류이고, 어떤 교통류가 혼잡하지 않은 교통류인

지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속도전이도에서는 교통량이나 밀

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혼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교통류의 속도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류의 혼잡여부를 판단하는 속도값을 결정해야 한다.

혼잡여부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판단주체에

따라 혼잡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어떤 운전자는 혼잡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제한속

도가 100km/h인 고속도로를 60km/h 이하로 주행해야 운전자는 도로가

혼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 50km/h의 속도로 주행하

는 운전자는 도로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한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표 3-7]과 같이 지역 간 도로와 도시

부 도로에 대해 혼잡기준속도를 설정한 바 있다. 조한선 외(2014)의 연

구에서는 제시한 혼잡기준속도를 도로의 서비스수준 C를 고려해 설정했

다고 밝혔다([표 3-7] 참조)128). 천승훈 외(2014)의 연구에서도 혼잡경계

속도를 제시하였다129). 이들은 서비스 수준 D를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

로와 일반도로에 대해 각각 75km/h와 27km/h의 혼잡경계속도를 설정하

였다130). 두 연구 모두 교통혼잡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혼잡기준속도(또

는 혼잡경계속도)를 설정했으나,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28) 조한선 외(2014),『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
국교통연구원, p.22의 내용 참조.

129) 천승훈 외(2014),『차량이동궤적 정보를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 개
선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24의 내용 참조.

130)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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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도로구분 혼잡기준속도

고속도로
4차로 이상 90
2차로 이상 75

지역 간 도로
일반국도

4차로 이상 80
2차로 이상 70

지방도 - 60
도시부 도로 - - 27

주: 지역 간 도로 중 지방도와 도시부 도로의 경우, 차로수 구분 없음.
자료: 조한선 외(2014),『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

교통연구원, p.22 및 p.25의 내용 참조.

[표 3-7] 조한선 외(2014)의 연구에서 설정한 혼잡기준속도 기준

(단위: km/h)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도시부에 위치하

고 있고, 고속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혼잡기준속도를 혼잡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혼잡기준속도가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게 된다131). 속도전이도를 제작했을 때, 교통류 속

도 간 차이가 구분되는 지점은 대략 40km/h 내외이다132). 본 연구에서

는 혼잡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속도로 40km/h를 사용하고자 한다.

40km/h는 제한최고속도인 80km/h의 절반수준이다.

4. 반복적인 혼잡과 비반복적인 혼잡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에 대한 분석

에서 분석대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상황이다. 혼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과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으로 나눌 수 있다.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혼잡의 예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구간에서 발생하

는 혼잡을 들 수 있다.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의 예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특정 도로구간에 특정 시간동안에 발생했다고 소멸

131)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제한최고속도는 구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
으로 80km/h이다.

132) 속도전이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의 경계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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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혼잡을 들 수 있다.

속도전이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과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을 구분하기 위해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 [그림 3-11]과 같

이 1년 단위로 집계된 속도전이도를 제작했다133). 1년 집계 속도전이도

는 평일(241일)에 대해 제작된 241개의 속도전이도를 축약하여 하나의

속도전이도로 제작한 것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에서는 [그림 3-11]과

같이 5개의 반복적인 혼잡영역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는 2017년 2월 14일에 대해 제작된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

간의 속도전이도이다. 그림에서 좌측 상단부근에서 비반복혼잡영역이 생

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서는 비반복혼잡영역은 제외하고 반복

혼잡영역의 경계(정체행렬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부분)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주: 1) 속도전이도에서 가로축은 시간(5분 단위, 0～24시간), 세로축은 구간을 의미.
주: 2) 속도전이도에서 영역의 색상이 짙은 곳일수록 속도가 낮음을 의미.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3-11] 2017년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 제작한

1년 집계 속도전이도

133)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
평균 차이 검정에서 분석대상구간은 강변북로 공항방향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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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속도전이도에서 가로축은 시간(5분 단위, 0～24시간), 세로축은 구간을 의미.
주: 2) 속도전이도에서 영역의 색상이 짙은 곳일수록 속도가 낮음을 의미.
주: 3) 위 그림은 2017년 2월 14일(화)에 대한 속도시공도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3-12] 2017년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 제작한

평일(2017년 2월 14일) 속도전이도

제3절 분석방법론

1.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가. 무빙윈도우법(Moving Window Method)

1) 무빙윈도우법 개요

Moving window134)는 직역하면 ‘이동하는 창’이다. 무빙윈도우법은 n

차원 가운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일정한 크기의 하위영역으로 분

할할 때 사용하는 기법을 말한다(Baughman, 1995)135)136). 생성되는 하위

134) 국내문헌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문에서 ‘Moving
window’는 무빙윈도우로 기술하였다.

135) Baughman, D. R.(1995), Neural networks in bioprocessing and chemical
engineering,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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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개수는 윈도우(Window)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윈도우의 크기

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설정한다. [그림 3-13]는 무빙윈도우를 적용하여

입력데이터(하위영역)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137). [그림 3-13]

에서 특정시간 t에는 n개의 관찰가능한 변수(그림에서 ‘Var’로 표기)가 존

재한다. 예시에서 무빙윈도우가 오른쪽 방향으로 한 단위 이동할 때마다

n×4개의 입력변수를 포함하는 하위영역이 한 개 생성된다.

주: 1) Varⓘ(t) (ⓘ=1,2,...n; t=1,2,...,T)
주: 2) Varⓘ는 i번째 변수, n은 입력변수의 총개수, t는 특정시간, T는 분석시간을

의미함
자료: Baughman, D. R.(1995), Neural networks in bioprocessing and chemical

engineering,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s and State
University, p.158의 Figure 2.37을 각색하여 인용

[그림 3-13] 무빙윈도우를 이용한 영역 분할 예시

State University, p.157의 정의 참조.
136)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n차원’이라고 표현했으나, 용이한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많은 연구에서는 영역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구성한다. 영
역의 차원과 창의 차원은 동일하므로, 2차원의 영역을 분석하는 경우에 창
도 2차원이 되어야 한다.

137) 무빙윈도우를 통해 생성된 하위영역은 Moving window network에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Moving window network란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뉴럴네트워크의 가운데 하나이다. 일
반적인 뉴럴네트워크와 구조는 동일하나 입력층(Input layer)에서 변수의
시간특성을 고려한다는 점만 다르다(Baughman, 1995,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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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무빙윈도우를 이용할 때, 하위영역이 중첩되는 경우(위)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아래) 예시

[그림 3-15] 무빙윈도우를 이용한 입력데이터 생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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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윈도우라는 명칭은 연속적인 영역을 창이 이동하면서 창 범위 내

에 있는 영역을 하위영역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특정 하위영역은 또 다른 하위영역과 중첩될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3-14]는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할 때에 하위영역이 중첩

되는 경우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생성되는 입력데이터의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하위영역을 중첩시킬지 여부는 분석대상의 특성이나 분석가

의 판단에 달려있다.

2) 무빙윈도우법 알고리즘

[그림 3-16]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무빙윈도우법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는 번째 무빙윈도우, 는 무빙윈도

우의 크기, 은 분석대상 구간의 크기(분할된 링크개수), 는 번째 링크

의 속도, 그리고 는 번째 링크의 교통사고 발생여부이다. 의 최대값

은 과 같다. (수식 3-1)과 (수식 3-2)는 무빙윈도우가 이동할 때마다 무

빙윈도우 내 포함된 링크의 평균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를 산정하는 식

을 나타낸 것이다. 무빙윈도우법 알고리즘은 [그림 3-17]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16] 무빙윈도우법 알고리즘 관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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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3-1)

           (수식 3-2)

여기서,

   번째 무빙윈도우 내 포함된 링크들의 평균속도
  번째 무빙윈도우 내 교통사고 발생여부
  번째 링크의 평균속도
  번째 링크의 교통사고 발생여부
  무빙윈도우의 크기
  번째 링크에 대한 가중치

Step 0 : Definition and Intialisation

 : the number of links of a section

 : the size of a moving window

 : the number of moving of a moving window

(   )

 : the average vehicle speed of link th

 : the occurrence of accidents of link th (1 if greater

than zero, 0 otherwise)

  : the average vehicle speed within a moving window th

 : the occurrence of accidents within a moving window

th (1 if greater than zero, 0 otherwise)

 and  : an integer ( is less equal than ,  is one)

 : a weight to the link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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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빙윈도우법의 효과

교통사고는 임의적 사건(Random events)이다. 임의적 사건이란 위험구

간 내 각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는 뜻이다(RoSPA,

1992)138). 결과적으로 드러난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위험구간 내 특정 지점

에 불과하다. 사고잦은곳을 다루는데 있어 특정 지점이 아니라 구간의 개

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 이

유는 교통사고의 임의성(Randomness)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림 3-18]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교통류가 진행하는 구

간을 가정하자. 이 구간은 7개의 링크로 구성되고, 교통사고는 ‘링크(5)’에

서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임의성을 갖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사고잦

은구간은 링크(5)로 국한되지 않는다. 공간적으로 링크(5)와 인접한 링크

(4)와 링크(6)도 사고잦은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빙윈도우법은

[그림 3-14]와 같이 크기가 일정한 가상의 윈도우(창)을 교통류의 진행방

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윈도우 내에 있는 변수값139)을 코딩하는 기법이다.

138) RoSPA(1992), Road safety engineering manual, Birmingham, p.30의 내용
참조.

139) 예시에서는 창 내의 평균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가 변수값이 된다.

Step 1 : Input Data Generation and Update

                ÷

          

   

Step 2 : Algorithm Stop Condition Checking

if  >  , go to the Step 1

else, go to the Step 3

Step 3 : Termination

[그림 3-17] 무빙윈도우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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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기 위한 예시구간

[그림 3-19] 예시구간에 대한 무빙윈도우법 적용 방법

[그림 3-20]은 [그림 3-18]의 예시구간에 대해 무빙윈도우법 미적용한

경우와 적용한 경우의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 무

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윈도우의 크기가 3인 경우와 5인 경우로

구분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면 적용하지 않는 경

우보다 링크속도는 평활화되고, 교통사고 발생구간의 범위는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윈도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화된다. 윈도

우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임의성이 완화되지 않는

다. 따라서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설명하기 어렵

다. 반대로 윈도우의 크기가 커지면,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임의성은 완화

된다. 그러나 교통류의 속도차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통사

고 발생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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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윈도우의 크기를 적용해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임의성은 완화시

키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속도차이를 만들

어내는 것이다.

<예시구간에 대한 무빙윈도우법 적용결과: 미적용시>

<예시구간에 대한 무빙윈도우법 적용결과: 윈도우 크기가 3인 경우>

<예시구간에 대한 무빙윈도우법 적용결과: 윈도우 크기가 5인 경우>

[그림 3-20] 무빙윈도우 크기변화에 따른 링크속도와 교통사고 발생구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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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항로지스틱회귀(Binary Logistic Regression)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는 독립변수 간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을 이용하여 어떤 사건의 발생여부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확률모형이다(Cox, 1958)140). 사건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면 이항로지

스틱회귀(Binary logistic regression)라 하고, 세 가지 이상이면 다항로지

스틱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라고 한다. 이항로지스틱회귀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종속변수(사건)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모형화한 것이다(Agresti, 2002)141). 가령, 어떤 이항로지스틱회귀

를 통해 예측되는 종속변수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와 같이 두 가지 뿐

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성공을 1로, 실패를 0으로 예측하도록 모형

을 구성할 수 있다(물론 반대로 구성해도 무방하다). 이항로지스틱회귀에

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성공, 즉 1로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항로지스틱회귀의 적용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측하고자 하는 사건을 정의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성공(1)으

로 정의하면, 나머지 사건은 자동적으로 실패(0)로 정의된다. 이 경우에

각 사건에 대한 발생확률은 각각     와      로 놓을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종속변수이고, 는 독립변수 벡터이며, 각 발생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발생확률을 이용하

여 다음 (수식 3-3)과 같이 승산비(Odds)를 계산한다142). 종속변수의 값

을 발생확률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승산비로 만드는 이유는 종속변수

를 발생확률로 설정하면, 발생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한정되고

140) Cox, D. R.(1958), “The regression analysis of binary sequenc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Methodological), Vol.20, No.2,
pp.215～217의 내용 참조.

141) Agresti, A.(2002), Categorical Data Analysis, Wiley Series in Probability
and Statistics, 2n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42) ‘Odds’의 사전적 의미는 확률이며, 이항로지스틱회귀에서 Odds는 실패확률
(    )에 대한 성공확률(    )의 비율을 말한다. 확률과 대
비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Odds를 승산비로 지칭한다.
Odds가 실패확률에 대한 성공확률이기 때문에 ‘승산비’라고 표현한다(김원
표, 2017,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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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비선형 형태인 경우가 많아 해석이 어렵

기 때문이다(김원표, 2017)143).

     
    

(수식 3-3)

승산비는 계산에 사용되는 각각의 발생확률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

기 때문에 0에서 ∞ 사이의 값을 갖는다. 발생확률이 아닌 승산비를 종

속변수로 사용하면 종속변수의 범위가 양의 ∞로 확장되는 효과는 있으

나, 여전히 음수가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식 3-4)와 같이

승산비에 로그값을 취해서 로짓(Logit)으로 변환한다.

  ln ln    
      (수식 3-4)

로짓은 두 가지 장점을 지닌다. 하나는 종속변수의 범위를 -∞에서

∞로 확장시킨다. 다음으로 모형의 형태를 선형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결과값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다. 이와 같이 도출된 로짓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의 선형결합과 모형으로 구성하면 이항로지스틱회귀가

(수식 3-5)와 같이 만들어진다. 이항로지스틱회귀에서 도출된 독립변수

의 계수는 일반적인 선형회귀에서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지수화하여 해

석한다.

ln    
       (수식 3-5)

여기서,

143) 김원표(2017),『고급회귀분석』, 와이즈앤컴퍼니, p.297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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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대상인 사건(성공이면 1, 실패이면 0)
  독립변수 벡터
   추정계수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1]과 같이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한 링크별 속

도를 활용하여144) [표 3-8]과 같이 52개의 독립변수 후보군을 작성했

다145). 52개의 독립변수 후보군이 (수식 3-5)에서의 독립변수 벡터( )에

해당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후보군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변수만을 사용하며,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목적은 유의

미한 변수를 선별하고, 그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수식 3-5)에서  및

)를 도출하는 것이다.

주: 1) 셀 안의 문자는 해당 시공간대의 링크속도(단위: km/h)를 의미함.
주: 2) 검정색으로 음영처리된 셀이 분석대상 시공간대를 의미함.

[그림 3-21]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의 입력변수 생성을 위한 개념도

144)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0’이므로, 무
빙윈도우의 크기가 ‘0’인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5) 구체적인 내용은 4장의 [표 4-10] 참조.



- 80 -

변수명 변수개념주) 계산방법주)

Var(01)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
링크속도 간 차이 ◯A -◯B 

Var(02)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
링크속도 간 차이 ◯A -◯D 

Var(03)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상류2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B +◯D )÷2

: : :

Var(52) Var(33), Var(34), Var(35),
Var(36)의 합계

◯A -◯F +◯A -◯G +◯A -◯H 
+◯A -◯I 

주: 변수개념과 계산방법에 사용된 영문 약어의 의미는 [그림 3-21] 참조.

[표 3-8] 독립변수 후보군 목록과 개념

2. 연구의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하나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

는 소멸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그림

3-22] 참조), 다른 하나는 링크속도의 시공간적 전이와 교통사고 발생확

률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그림 3-23] 참조).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분석은

데이터구축 과정과 분석수행 과정으로 나뉜다. 데이터구축 과정에서는

우선 속도전이도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평일에 해당하는 241일의 속도

전이도을 선별한다146). 선별된 241개의 속도전이도는 1년 집계 속도전이

도로 축약한다. 1년 집계 속도전이도에서 반복혼잡영역을 정의하고147),

이를 다시 하루 단위의 속도전이도에 적용하여, 개별 속도전이도에서 반

복혼잡영역을 찾는다. 그리고 정체행렬(반복혼잡영역의 경계부분)의 유

형을 구분한다. 유형구분은 충격파의 유형구분법을 차용하여, 전진생성정

체행렬(Forward forming queue), 전진소멸정체행렬(Forward recovery

queue), 후진생성정체행렬(Backward forming queue), 그리고 후진소멸

146) 속도전이도의 개념과 평일의 기준은 제3장 제2절의 내용을 참고할 것.
147) 반복혼잡영역의 구분방법은 제3장 제2절의 내용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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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행렬(Backward recovery queue)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각각

의 정체행렬 유형에 대해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를

분석데이터로 생성한다. 분석수행 과정에서는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

멸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체

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정체행렬 유형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정

체행렬 생성 또는 소멸 속도 간 모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다. 이를 위

해 가설 검정유형과 유의수준을 설정하고,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정

통계량 및 자유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그림 3-22] 분석 프로세스(1): 정체행렬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다음으로 링크 간 속도차이와 교통사고 발생확률 간 관계에 대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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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데이터구축 과정에서는 속도전이도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평일

에 해당하는 241일의 속도전이도을 선별한다148). 다음으로 이항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분석 시나리오에

서 고려되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먼저 모든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혼잡영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

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윈도우의

크기가 3인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윈도우의 크기가 5인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의 종류와 무빙윈도우법 적용여부에 따라 분석 시나리오는 모두

여섯 가지로 결정하였다. 각각의 분석 시나리오에 대해 독립변수 후보군

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149). 분석수행 과정에서는 각각의 분석 시나리오

에 대해 독립변수 후보군을 모두 독립변수로 놓고, 1차 이항로지스틱회

귀 모형을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종

속변수인 교통사고 발생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미한 독

립변수를 선별한다. 1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모

형의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분석 시나리오는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에서 제외된다. 1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에서 선별된

분석 시나리오와 독립변수만을 대상으로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다.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도출함과 동시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확정

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독립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켜 3차 이항로지스

틱회귀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해석한다.

148) 속도전이도의 개념과 평일의 기준은 제3장 제2절의 내용을 참고할 것.
149) 독립변수 후보군은 제4장의 [표 4-1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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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분석 프로세스(2): 링크 간 속도차이와 교통사고 발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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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제1절 데이터 특성분석

1. 속도 데이터

가. 분석대상 구간에서의 시간대별 평균속도 변화

분석대상 구간에서의 시간대별 평균속도 변화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4-1]～[그림 4-5]는 각각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전체 구

간150),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 올림픽대로 공

항방향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에 대해 시간대별 평균속

도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과 그림의 형태를 살

펴보면, 분석대상 구간에서의 속도분포는 네 번의 등락이 반복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151). 이러한 경향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에서

뿐만 아니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각 구간을 구분해서 살펴볼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4-2]와

같이 시간대를 비첨두(00시～07시), 오전첨두(07시～09시), 비첨두(09시～

18시), 오후첨두(18시～21시), 그리고 비첨두(21시～24시)와 같이 다섯 개

로 구분했다. [표 4-2]에 정리된 속도값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구간에서

속도값은 비첨두(00시～07시) 시간대를 거쳐 오전첨두(07시～09시) 시간

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한다. 그리고 비첨두(09시～18시) 시간대에 진입하

면 속도값은 약간 상승하나, 새벽시간대의 속도값만큼 회복되지는 않는

다. 그리고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에 접어들면 속도값은 다시 감

소하며, 일일 시간대 중 최저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비첨두(21시～24시)

150) 주행방향과 도로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집계해서 분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151) 야간시간대와 새벽시간대를 연속선상에서 해석할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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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가 되면 속도값은 다시 상승한다. 정리하면, 분석대상 구간에서의

속도값은 비첨두(00시～07시) 시간대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

리고 속도값은 오전첨두(07시～09시) 및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오전첨두 보다는 오후첨두 시간대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구간

시간대

분석대상구간
분석대상
구간 전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도심방향 공항방향 도심방향

00～01시 80 80 82 82 81
01～02시 83 82 84 84 83
02～03시 84 83 85 85 84
03～04시 83 83 84 84 84
04～05시 82 82 83 83 82
05～06시 80 78 81 79 79
06～07시 73 63 72 66 68
07～08시 60 51 56 56 56
08～09시 56 48 54 52 53
09～10시 59 50 59 54 55
10～11시 59 50 61 53 56
11～12시 60 53 64 55 58
12～13시 64 61 68 61 64
13～14시 62 60 66 62 63
14～15시 58 56 60 58 58
15～16시 56 53 57 56 56
16～17시 53 51 55 54 53
17～18시 47 45 49 51 48
18～19시 41 42 48 47 44
19～20시 43 47 52 50 48
20～21시 56 61 61 62 60
21～22시 62 66 66 67 65
22～23시 63 67 68 69 67
23～24시 71 73 75 75 74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표 4-1] 분석대상 구간의 시간대별 평균속도 변화(2017년)

(단위: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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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집계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구간 내

시간대별 구간 평균속도변화 (평일)

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집계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구간 내

시간대별 구간 평균속도변화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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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집계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3]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구간 내

시간대별 구간 평균속도변화 (평일)

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집계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4]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구간 내

시간대별 구간 평균속도변화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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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집계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5]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구간 내

시간대별 구간 평균속도변화 (평일)

분석구간

시간대

분석대상구간

분석대상
구간 전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도심방향 공항방향 도심방향

비첨두
(00시～07시) 80 79 81 80 80

오전첨두
(07시～09시) 58 49 55 54 54

비첨두
(09시～18시) 58 53 60 56 57

오후첨두
(18시～21시) 47 50 54 53 51

비첨두
(21시～24시) 65 69 70 70 68

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집계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표 4-2] 분석대상 구간의 주요 시간대별 속도변화(2017년)

(단위: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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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대상 구간에서의 링크별 평균속도 변화

[그림 4-6]～[그림 4-9]는 분석대상 구간에서 링크별 평균통행속도가

비첨두(00시～07시), 오전첨두(07시～09시), 그리고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 구성한 것이다. 속도값은 2017년 1

년 중 평일(241일)에 대해 각 링크별 속도를 시간대별로 평균한 결과이

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

이다. 우선 비첨두(00시～07시) 시간대 링크의 평균속도는 오전첨두(07

시～09시) 및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 링크의 평균속도보다 높다.

다음으로 시내 중심방향으로 진입하는 링크에서 오전첨두(07시～09시)

시간대 링크의 평균속도는 대체적으로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 링

크의 평균속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반대로 시내 중심방향에서 진출하는

링크에서 오전첨두(07시～09시) 시간대 링크의 평균속도는 대체적으로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 링크의 평균속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의 링크별 속도를 평균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6]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구간 내 링크별

평균속도변화 (평일)



- 90 -

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의 링크별 속도를 평균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7]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구간 내 링크별

평균속도변화 (평일)

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의 링크별 속도를 평균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구간 내 링크별

평균속도변화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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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중 평일(241일)의 링크별 속도를 평균한 결과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9]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구간 내 링크별

평균속도변화 (평일)

링크별 평균통행속도가 혼잡을 대리하는 지표라고 가정하고 결과를

재해석해 보자. 분석대상 구간 내 링크별 평균속도의 변화패턴을 살펴보

면 방향성이 드러난다. 오전첨두(07시～09시) 시간대에는 각 구간에서

출근통행차량이 도심부로 향하는 구간에서 평균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오후첨두(18시～21시) 시간대에는 각 구간에서

퇴근통행차량이 도심부에서 벗어나는 구간에서 평균속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난다.

다. 분석대상 구간에서의 평일과 휴일의 속도분포 비교

[그림 4-10]～[그림 4-13]은 분석대상 구간의 속도전이도에서 평일과

휴일의 속도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강변북로 및 올림픽

대로 양방향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다. 우선 각 그림에서 휴

일과 평일의 속도분포를 비교해보면, 최빈값의 계급구간(71～80km/h)은

동일하지만 휴일에 비해 평일의 최빈값은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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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2017년 1월 1일)]

[평일(2017년 1월 3일)]

[1년 집계(2017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0]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한 평일 및 휴일의 속도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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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2017년 1월 1일)]

[평일(2017년 1월 3일)]

[1년 집계(2017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1]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에 대한 평일 및 휴일의 속도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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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2017년 1월 1일)]

[평일(2017년 1월 3일)]

[1년 집계(2017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2]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한 평일 및 휴일의 속도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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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2017년 1월 1일)]

[평일(2017년 1월 3일)]

[1년 집계(2017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3]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에 대한 평일 및 휴일의 속도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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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휴일에 비해 평일에는 속도분포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에 분포

하는 속도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년

단위로 집계된 속도분포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네 구간 모두 1년

단위로 집계된 속도분포를 보면 71～80km/h 구간에 분포하는 최빈값은

휴일이나 평일에 비해 보다 감소한다. 그리고 속도분포의 중심을 기준으

로 좌측에 분포하는 속도의 빈도는 휴일이나 평일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우측에 분포하는 속도의 빈도는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속도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

분석에서 활용되는 속도 데이터가 실제값과 차이가 없는지 검증이 필

요하다. 서울시 TOPIS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도로구간에 대한 속도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다(TOPIS, 2019)152). TOP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속도

데이터가 참값이라고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입수한 내비게이션의 속도

데이터가 참값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정에 대한 귀무가설()

과 대립가설()은 (수식 4-1)과 같이 설정하였다.

        ≠  (수식 4-1)

여기서,

  TOPIS에서제공하고있는주요도로구간의평균속도
  내비게이션속도데이터에기반한주요도로구간의평균속도

각각의 속도값은 독립표본으로 간주하고, 모분산은 알지 못한다는 가

정 아래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각각 (수식 4-2)와

(수식 4-3)과 같다153).

152) TOPIS, 속도 정보, http://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1.do,
(2019.11.11).

153) 고길곤(2017),『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pp.266～267의 내용 참조.

http://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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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2)

 




   



  


  




(수식 4-3)

여기서,

  표본의표본평균
  표본의표준편차
  표본수
  1은 TOPIS데이터, 2는내비게이션속도데이터

모평균 차이 검정은 [표 4-3]과 같이 총 4개 구간에 대해 실시하였다.

검증 대상 표본수2)

검증 구간
검증
월1)

검증
시간대2)

TOPIS
데이터

내비게이션
속도 데이터

강변북로공항방향 (약 2km)

:잠실대교북단→청담대교북단
3월

오전

8～9시
22 264

강변북로도심방향 (약 1.5km)

:서강대교북단→마포대교북단
6월

오후

7～8시
22 240

올림픽대로공항방향(약1.9km)

:영동대교남단→성수대교남단
9월

오전

8～9시
21 252

올림픽대로도심방향(약2.2km)

:반포대교남단→한남대교남단
12월

오후

7～8시
21 240

주: 1) 2017년 대상.
주: 2) TOPIS 데이터의 집계단위인 1시간에 맞춰 내비게이션 속도 데이터도 집계단

위를 1시간으로 통일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음.
자료: TOPIS, 속도 정보, http://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1.do,

(2019.11.11.);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표 4-3] 내비게이션 속도 데이터에 대한 모평균 차이 검정을 위한 표본수

http://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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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구간은 강변북로 공항방향 중 잠실대교북단에서 청담대교북단까지

약 2km 구간, 강변북로 도심방향 중 서강대교북단에서 마포대포북단까

지 약 1.5km 구간,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중 영동대교남단에서 성수대교

남단까지 약 1.9km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중 반포대교남단

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약 2.2km 구간이다. 데이터가 수집된 월과 시간

대별로 속도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검증 구간마다 검증 대

상이 되는 월과 시간대를 달리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양측검정이므로 자유도와 유

의수준을 고려하여 표와 같이 각 검증 구간에 대한 기각역을 설정하였

다. 검정통계량과 기각역을 비교해본 결과, 검증 구간에서 모두 귀무가설

이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5%의 유의수준에서 TOPIS의

속도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속도 데이터의 모평균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내비게이션 속도 데이터는 신뢰할만한 수준이며,

분석에 활용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검정 대상 검정통계량() 기각역1)2) 검정결과

강변북로 공항방향
(잠실대교북단→
청담대교북단)

1.3188      귀무가설 채택

강변북로 도심방향
(서강대교북단→
마포대교북단)

-0.3384      귀무가설 채택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영동대교남단→
성수대교남단)

1.1193      귀무가설 채택

올림픽대로도심방향
(반포대교남단→
한남대교남단)

-1.1316      귀무가설 채택

주: 1)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음.
주: 2) 자유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4-4] 내비게이션 속도 데이터에 대한 모평균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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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데이터

교통방송(2018)154)에서 제공받은 제보 데이터를 토대로 [표 4-5]와 같

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서 1년 중 평일 241일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분

석구간에서 발생한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75건이다. 가장 많이 발생

한 구간은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으로 총 1,045건이 발생했다. 그 다

음으로는 강변북로 도심방향 843건,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789건, 그리고

강변북로 공항방향 698건 순이다. 분석구간에서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는 15～16시로 총 222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19～

20시 215건, 14～15시 208건, 그리고 09～10시 2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그림 4-18]은 전체 구간,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에 대해 시

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 4-6]은 각 분석대상 구간별로 교통사고 잦은 시간대와 교통

사고 드문 시간대를 1시간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

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8시～19시로 1년 동안 총 63건

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17시～18시 53건, 16시～17시 49건으로 나타

났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6

시～19시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드문 시간대는 02시～03시로 1년 동안 총 7건이 발생했

다. 그 다음으로 01시～02시 및 04시～05시에 각각 8건의 교통사고가 발

생했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 가장 드문 시간대는 01

시～05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4) 교통방송(2018),「제보 데이터」(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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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구간

시간대

분석대상구간
사고건수
합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도심방향 공항방향 도심방향

00～01시 14 12 9 13 48

01～02시 8 6 15 13 42

02～03시 7 8 12 10 37

03～04시 16 7 13 5 41

04～05시 8 2 14 2 26

05～06시 12 13 18 14 57

06～07시 9 46 32 29 116

07～08시 28 47 70 37 183

08～09시 40 51 58 46 195

09～10시 45 49 58 50 202

10～11시 24 43 42 63 172

11～12시 36 42 34 55 167

12～13시 36 48 41 34 159

13～14시 26 47 43 35 151

14～15시 41 48 68 51 208

15～16시 46 56 83 37 222

16～17시 49 33 53 33 168

17～18시 53 36 52 30 171

18～19시 63 40 58 33 194

19～20시 38 62 63 52 215

20～21시 25 44 58 58 185

21～22시 24 33 53 26 136

22～23시 26 44 59 35 164

23～24시 24 26 39 28 117

합계 698 843 1,045 789 3,375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표 4-5] 분석대상 구간의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집계결과(2017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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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4]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구간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5]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구간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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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6]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구간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구간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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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8]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구간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분석대상
구간

교통사고 잦은 시간대 교통사고 드문 시간대
시간대 사고건수(건) 시간대 사고건수(건)

강변북로
공항방향

18시～19시 63 02시～03시 7
17시～18시 53 01시～02시 8
16시～17시 49 04시～05시 8

강변북로
도심방향

19시～20시 62 04시～05시 2
15시～16시 56 01시～02시 6
08시～09시 51 03시～04시 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15시～16시 83 00시～01시 9
07시～08시 70 02시～03시 12
14시～15시 68 03시～04시 13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10시～11시 63 04시～05시 2
20시～21시 58 03시～04시 5
11시～12시 55 02시～03시 10

분석대상
전체

15시～16시 222 04시～05시 26
19시～20시 215 02시～03시 37
14시～15시 208 03시～04시 41

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구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표 4-6] 분석구간별 사고잦은 시간대 및 사고드문 시간대와 사고건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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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9시～

20시로 1년 동안 총 6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15시～

16시 56건, 08시～09시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

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드문 시간대는 04시～05시로 1년 동안 총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01시～02시 6건, 03시～04시 7건이

다.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에서도 01시～05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드물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5

시～16시로 1년 동안 총 8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07

시～08시 70건, 14시～15시 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대로 공항방

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드문 시간대는 00시～01시로 1년 동안 총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02시～03시 12건, 03시～04시

13건이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에서도 새벽시간대(01시～05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드물게 발생했다.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0

시～11시로 1년 동안 총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20

시～21시 58건, 11시～12시 55건 순이다.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드문 시간대는 04시～05시로 1년 동안 총 2건의 교통사

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03시～04시에 5건, 02시～03시에 10건의 교통사고

가 발생했다.

분석대상 구간과 관계없이 교통사고 드문 시간대는 새벽시간대로 일

관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사고잦은 시간대는 분석대상 구간마다 차이

가 있다. 가령, 강변북로 공항방향에서는 오후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에서는 20시∼21시를 제외

하고 오전시간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교통량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의 교통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의 전 구간에 대한 시간대별 교통량

은 입수가 어렵다155). 데이터 구득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량 수준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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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건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다음으로

오전 첨두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오후 첨두시간대에 발

생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강변북로 공항방향의

경우에 18시∼19시, 17시∼18시, 그리고 16시∼17시 시간대에서 교통사고

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07시∼08시, 08시∼09시, 그

리고 09시∼10시에도 각각 183건, 195건 및 2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오후 시간대 못지 않게 오전 시간대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변북로 도심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통사고 발생건

수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순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수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분석대상 구간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는 15

시～16시로 1년 동안 총 2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19시～20시 215건, 14시～15시 208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석대상 구

간 전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드문 시간대는 04시～05시로 1년 동안 총

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02시～03시 37건, 03시～04

시 41건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

는 오후 시간대이고, 드물게 발생하는 시간대는 새벽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교통사고가 가장 드물게 발생하는 시간대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보다 약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그림 4-22]는 분석구간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링크를

이동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림으로 구성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

생건수는 구간 내 양 끝단 보다는 중심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후첨두, 오전첨두, 그리고 비첨두

(새벽)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 TOPIS에서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량 관측지점수는 주요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145개소이고, 이 가운데 도시고속도로 관측지점은 9개소이다
(자료: TOPIS, 교통량정보, https://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2.do,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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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19]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구간 내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0]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구간 내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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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구간 내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주: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합산한 결과.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2]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구간 내 링크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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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류 속도변화 및 교통사고 데이터 간 매칭

교통류의 속도변화와 교통사고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속도전이

도 위에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매칭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4-23]～

[그림 4-26]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에서 검정색 점은 각 속도전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밑바탕이 붉은색에 가까

울수록 링크평균속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는 전 구간과 시간대

에 걸쳐 분포한다. 교통혼잡이 심화되는 시공간(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

시된 영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그림 4-27]과 같이 속도전이도 상에서 교통

사고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사고유형①은 비혼잡 구간에서 발

생하는 교통사고, 사고유형②는 반복되는 혼잡영역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고유형③은 반복되는 혼잡영역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

고, 사고유형④는 비반복되는 혼잡영역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 1) 속도전이도에서 검정색 점이 교통사고 발생지점임.
주: 2)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링크평균속도가 낮음을 의미함.
주: 3) 가로축(좌에서 우 방향)은 24시간 단위 시간축이고, 세로축(아래에서 위 방향)

은 공간축임.
자료: 속도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교통사고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3]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구간에 대한

속도전이도와 교통사고 발생지점 매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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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속도전이도에서 검정색 점이 교통사고 발생지점임.
주: 2)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링크평균속도가 낮음을 의미함.
주: 3) 가로축(좌에서 우 방향)은 24시간 단위 시간축이고, 세로축(아래에서 위 방향)

은 공간축임.
자료: 속도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교통사고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4]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구간에 대한

속도전이도와 교통사고 발생지점 매칭 결과

주: 1) 속도전이도에서 검정색 점이 교통사고 발생지점임.
주: 2)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링크평균속도가 낮음을 의미함.
주: 3) 가로축(좌에서 우 방향)은 24시간 단위 시간축이고, 세로축(아래에서 위 방향)

은 공간축임.
자료: 속도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교통사고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5]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구간에 대한

속도전이도와 교통사고 발생지점 매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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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속도전이도에서 검정색 점이 교통사고 발생지점임.
주: 2)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링크평균속도가 낮음을 의미함.
주: 3) 가로축(좌에서 우 방향)은 24시간 단위 시간축이고, 세로축(아래에서 위 방향)

은 공간축임.
자료: 속도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교통사고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6]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구간에 대한

속도전이도와 교통사고 발생지점 매칭 결과

주: 1) 그림에서 가로축이 시간(좌에서 우 방향), 세로축이 공간(아래에서 위 방향).
주: 2) 2017년 1년 동안 평일의 링크별 속도를 평균함.
주: 3) 짙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속도가 낮은 구간.
자료: 속도 데이터-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
자료: 교통사고 데이터-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그림 4-27] 속도전이도 상에서 교통사고 유형분류 방법



- 111 -

그리고 사고유형⑤는 비반복되는 혼잡영역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

고를 의미한다.

각 분석대상 구간 및 전체 분석대상 구간에 대한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집계결과는 [표 4-7]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대상 구간의 종류와 관

계없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유형은 반복혼잡156) 경계에서 발

생하는 교통사고이다. 전체 분석대상 구간에서 사고유형②에 해당하는 반

복혼잡 경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1,233건으로 전체 가운데 37%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유형④에 해당하는 비반복혼잡 경계에서 발

생하는 교통사고로 719건이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다. 합산

하면 혼잡영역의 경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5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3,375건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56%를 차지한다.

분석구간

사고유형

분석대상구간
사고건수
합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도심방향 공항방향 도심방향

반복혼잡
내부

161
(23%)

152
(18%)

209
(20%)

197
(21%)

719
(21%)

반복혼잡
경계

251
(35%)

337
(40%)

345
(33%)

300
(37%)

1,233
(37%)

비반복혼잡
내부

21
(3%)

101
(12%)

261
(25%)

174
(17%)

557
(17%)

비반복혼잡
경계

195
(28%)

211
(25%)

157
(15%)

79
(19%)

642
(19%)

비혼잡 70
(10%)

42
(5%)

73
(7%)

39
(7%)

225
(7%)

합계 698
(100%)

843
(100%)

1,045
(100%)

789
(100%)

3,375
(100%)

자료: 교통방송(2018),「제보데이터」(내부자료).

[표 4-7] 분석대상 구간의 사고유형별 교통사고건수 집계결과(2017년)

(단위: 건/년)

156) 혼잡의 기준은 제3장의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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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영역의 경계부는 속도전이도에서 교통류의 속도변화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그림 4-28]과 [그림 4-29]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를 대상으로 2017년 1년 중 평일 241일의 개별 속도전이도를 평균하여

중첩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157).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혼잡

(정체행렬)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영역이다.

주: 1) 2017년 1년 중 평일 241일의 개별 속도전이도를 평균하여 중첩한 결과
주: 2) 원으로 표시된 영역이 혼잡(정체행렬)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부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4-28] 속도전이도와 혼잡영역 (1)

(위: 강변북로 공항방향, 아래: 강변북로 도심방향)

157) 개별 속도전이도를 평균한다는 의미는 링크별 속도를 평균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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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7년 1년 중 평일 241일의 개별 속도전이도를 평균하여 중첩한 결과
주: 2) 원으로 표시된 영역이 혼잡(정체행렬)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부분
자료: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4-29] 속도전이도와 혼잡영역 (2)

(위: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아래: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그림 4-28]과 [그림 4-29]를 살펴보면, 속도전이도에서 혼잡영역 경계

부근의 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표 4-7]에 정리된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혼잡영역(반복혼잡과 비반복혼

잡을 모두 포함하여) 경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교통사

고 발생건수의 56%이다. 속도전이도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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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영역 경계 부근에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혼잡영역의 경계 부근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두 가지 분석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정체행렬

(혼잡)의 생성 또는 소멸이 전제된 상황에서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2절 방법론 적용 및 분석결과

1.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모평균 차이 검정

가. 분석개요

정체행렬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시공간에서 교통류의 흐름은 불안정

해진다. 그리고 차량들 간 속도의 분산은 증가한다. 속도의 분산이 커질

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점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했

다(Aljanahi et al., 1999; Baruya and Finch, 1994; Garber and Gadiraju,

1990; Garber and Ehrhart, 2000; Lee et al., 2002; 2003; Oh et al.,

2001)158). 정체행렬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시공간에 주목해야 하는 이

158) Aljanahi, A. A. M., Rhodes, A. H., and Metcalfe, A. V.(1999), “Speed,
speed limits and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free flow condi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31, pp.161～168; Baruya, A. and
Finch, D. J.(1994), “Investigation of traffic speeds and accidents on urban
roads,” In: Proceedings of Seminar J, PTRC European Transport Forum.
PTRC, London, pp.219～230; Garber, N. J. and Gadiraju, R.(1990),
“Factors influencing speed variance and its influence on accid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213, pp.64～71; Garber, N. J. and
Ehrhart, A. A.(2000), “Effects on speed, flow,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n crash frequency for two-lane highway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1717, pp.76～83; Lee, C.,
Saccomanno, F., and Hellinga, B.(2002), “Analysis of crash precursors
on instrumented freeways,” Transport Research Record, Vol.1784, pp.
1～8; Lee C., Hellinga, B., and Saccomanno, F.(2003), “Real-time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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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또 있다. 본 연구에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강변

북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서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시

공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56%를

차지한다159).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시공간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인 정

체행렬은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체행렬이

다([그림 3-9] 참조).

주: 링크개수는 표준링크 개수를 의미함.
자료: View-T, 지도서비스 중 서울지역,

https://viewt.ktdb.go.kr/cong/map/second_map.do, (2019.08.30).

[그림 4-30]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의 시공간 범위

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

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prediction model for application to crash prevention in freeway traffic,”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1840, pp.68∼77.; Oh, J., Oh, C.,
Ritchie, S., and Chang, M.(2005), “Real-time estimation of accident
likelihood for safety enhancement,”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Vol.131, Iss.5, pp.358～363.

159) [표 4-7]의 내용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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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행렬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 간 차이가 있는지 모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다.

나. 분석과정

1) 데이터구축 과정

① 속도전이도 제작 및 선별

속도전이도는 [그림 3-1]과 같이 가로축인 시간축과 세로축인 공간축

을 갖는 하루 단위의 2차원 시공간을 말한다. 1년은 365일이므로, 강변북

로 공항방향 구간에 대해서도 365개의 속도전이도가 제작되었다. 분석상

의 가정에 따라 이 가운데 평일 241일에 해당160)하는 241개의 속도전이

도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작된 속도전이도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

고,161) 일부는 [그림 3-2]～[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② 반복혼잡영역 정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현상을 대상으

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측도 어렵고 대처도 쉽지 않다. 예

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원인파악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반복적으로 발

생하는 정체행렬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정체행렬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일 241일에 대해 제작한 속도전이도

를 집계하여 한 개의 1년 단위 속도전이도로 만들었다162). 그 결과는 [그

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는 5개의 반복혼잡영역이 정의되어 있

160) 평일의 기준은 제3장 제2절의 내용을 참고할 것.
161) <부록>의 내용을 참고할 것.
162) 평일 241일의 속도전이도를 1년 단위의 속도전이도로 집계할 때, 개별 링

크속도는 평균값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로 처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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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 반복혼잡영역을 하루단위의 개별 속도전이

도에서 찾고,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③ 정체행렬 유형 구분

속도전이도 상에서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정체행렬의 양상은 시공도

상에서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충격파의 양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체행렬의 유형을 구분할 때, 충격파의 유형 구분방식을 차용하였다.

[그림 4-31]은 정체행렬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리한 것이다. 앞

서 정의한 반복혼잡영역을 중심으로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양상에

따라 유형은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방정지정체행렬(Frontal

stationary queue)와 후방정지정체행렬(Rear stationary queue)은 정체행

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0’의 값을 가지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따

라서 속도전이도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체행렬은 전진생성정체행렬

(Forward forming queue), 전진소멸정체행렬(Forward recovery queue),

후진생성정체행렬(Backward forming queue), 그리고 후진소멸정체행렬

(Backward recovery queue)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이다.

[그림 4-31] 속도전이도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체행렬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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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는 정의된 정체행렬의 유형이 실제 속도전이도에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에서는 5개의 반

복혼잡영역이 나타나므로, 각각의 정체행렬 유형도 5개가 반복해서 나타

난다.

④ 정체행렬 유형별 속도 산정 및 교통사고 발생여부 확인

속도전이도에서 생성 또는 소멸되는 정체행렬의 기울기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4-33]은 개별 속도전이도

에서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를 어떻게 분

석데이터로 추출했는지 예시로 정리한 것이다. 속도전이도에서 반복혼잡

영역의 경계부가 분석대상이므로, 각 경계부를 찾아 시간축과 공간축을

활용하여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를 산정하였다163). 그리고 해

당 정체행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으

163) 후진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는 음(-)의 값을 갖지만, 계산상의 편
의를 위해 모두 절대값으로 처리하였다.

주: SK Tmap(2018),「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4-32] 강변북로 공항방향 속도전이도 상에서 정체행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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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렇지 않으면 ‘미발생’으로 처리하였다164).

주: 1) 예시에서 정체행렬 유형 ‘B-F’란 Backward Forming(후진생성)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그림 4-33] 속도전이도에서 유형별 정체행렬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

2) 분석수행 과정

① 검정유형, 가설 및 유의수준 설정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립인 표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독립인 표본에

대해 모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모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당히 강한 가정이다. 각 표본의 모분산이 동일하

지 않음에도, 동일 모분산을 가정하고 t-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을 수행

하면 1종 오류가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Ruxton, 2006)16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정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모

분산이 다른 독립표본에 대한 모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체행렬

164) 실제 코딩시에는 ‘발생’은 ‘1’로 ‘미발생’은 ‘0’으로 처리하였다.
165) Ruxton, G. D.(2006), “The unequal variance t-test is an underused

alternative to Student’s t-test and the Mann Whitney U test,”
Behavioral Ecology, Vol.17, No.4, pp.688～690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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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별로 각각 모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로 전체 정

체행렬과 후진정체행렬 및 전진정체행렬에 대해서도 검정을 실시하였

다166). 검정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수식 4-4)와 같이

설정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  (수식 4-4)

여기서,

 
정체행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않는 경우의 정체행렬 생성

또는소멸속도

 
정체행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정체행렬 소멸 또는

생성속도

② 검정통계량 및 자유도 설정

검정통계량과 자유도는 각각 (수식 4-5)와 (수식 4-6)과 같다167).

 
  




(수식 4-5)

 




   



  


  




(수식 4-6)

166) 전체 정체행렬은 정체행렬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체행렬 속도값
을 검정한 것이다. 후진정체행렬은 후진생성정체행렬과 후진소멸정체행렬
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전진정체행렬은 전진생성정체행렬과 전
진소멸정체행렬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67) 고길곤(2017),『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pp.266～267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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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표본의표본평균
  표본의표준편차
  표본수
  교통사고발생여부 (1은미발생시, 2는발생시)

③ 가설검정 수행

검정결과는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전진정체행렬과 전진소멸정체

행렬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체행렬 유형에 대해서는 모두 귀무가

설이 기각되었다. 다시 말해, 정체행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미

발생시와 교통사고 발생시의 정체행렬 생성 또는 소멸 평균속도 간에 차

이가 있다는 뜻이다. 전체 정체행렬, 후진정체행렬, 후진생성정체행렬, 후

진소멸정체행렬, 그리고 전진소멸정체행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의 정체행렬 속도가 미발생시의 정체행렬 속도보다 높은 것으로 검정되

었다. 후진소멸정체행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정체행렬 속도가

미발생시의 정체행렬 속도보다 낮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전진생성

정체행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검정 대상 검정통계량() 기각역1)2) 검정결과

전체 정체행렬 -3.0942      귀무가설 기각

후진정체행렬 -2.4449      귀무가설 기각

전진정체행렬 -1.8027      귀무가설 채택

후진생성정체행렬 -3.2518      귀무가설 기각

후진소멸정체행렬 2.3028      귀무가설 기각

전진생성정체행렬 0.9540      귀무가설 채택

전진소멸정체행렬 -2.1212      귀무가설 기각

주: 1)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음.
주: 2) 자유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4-8] 정체행렬 생성 또는 소멸 속도에 대한 모평균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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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해석

전반적으로 살펴보면([표 4-8]에서 두 번째 행의 결과 참조)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는 그렇지 않은 경

우에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은 정체행렬의 유형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4-34]～[그림

4-37]은 각각의 정체행렬 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

지 않은 경우와 발생하는 경우에 정체행렬 속도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정

리한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관찰되는 정체행렬의 속

도빈도 분포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수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속도빈도 분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우측으로 치우진 형태를 보인다.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달라진다는 점은 교통사고의 전조(Precursor)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전조는 정체행렬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후진생성정체행렬과 전진

소멸정체행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후진소

멸정체행렬의 경우에는 반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정체행

렬 소멸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전진생성

정체행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체행렬 생성 속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도시고속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체행렬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유형별로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체행렬의 유형에 따라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빠른 경

우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느린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

만 본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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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교통사고 미발생시(상)와 발생시(하) 정체행렬 속도빈도 분포

(Backward forming queu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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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교통사고 미발생시(상)와 발생시(하) 정체행렬 속도빈도 분포

(Backward recovery queu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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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교통사고 미발생시(상)와 발생시(하) 정체행렬 속도빈도 분포

(Forward forming queu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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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교통사고 미발생시(상)와 발생시(하) 정체행렬 속도빈도 분포

(Forward recovery queu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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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크속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교통사고 발생확률 간 관계: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

가. 분석개요

본 분석의 목적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차이의 시

공간적 범위를 찾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시공간적 범위를 규명하는 것

이 분석목적이다. 분석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가운데 종속변수는 이항(사

고발생 또는 사고미발생)의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추정되는 모

형형태는 이항로지스틱회귀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강변북로 및 올림

픽대로 양방향 구간이다([그림 4-38] 참조). 각 구간의 연장은 36～39km

정도이고, 구간별로 표준링크 개수는 차이가 있다.

주: 링크개수는 표준링크 개수를 의미함.
자료: View-T, 지도서비스 중 서울지역,

https://viewt.ktdb.go.kr/cong/map/second_map.do, (2019.08.30).

[그림 4-38]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교통사고 발생확률 간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의 시공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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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과정

1) 데이터구축 과정

① 속도전이도 제작 및 선별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에서 사

용했던 속도전이도를 본 분석에서도 활용한다. 차이가 있다면 활용되는

속도전이도의 개수이다. 이전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강변북로 공항방향

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평일 241일에 해당하는 241개의 속도전이도만 분

석에 활용됐다. 반면, 본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이기 때문에 평일 241일에 해당하는 964개의 속도전이도가

분석에 활용됐다168). 활용된 속도전이도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169).

② 분석 시나리오 선정

분석 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에 따른 구분이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가운데 혼잡영역의

경계(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시공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6%인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할 때, 1년 동안 분석대상 구간에서 발생

한 모든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혼잡영역에서 발생한 교통사

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

법을 적용할 때,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추정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무빙윈도우

의 크기가 3인 경우, 그리고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5인 경우를 고려했다170).

168) 241(일)×4(개 구간)=964.
169) <부록>의 내용을 참고할 것.
170)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2인 경우와 4인 경우도 분석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5인 경
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3인 경우에만 추정되는 이항로
지스틱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는 비



- 130 -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표 4-9]와 같다.

시나리오 구분 기준

무빙윈도우법 적용 방식1)

미적용
무빙윈도우
크기가 3인
경우

무빙윈도우
크기가 5인
경우

대상
교통
사고

모든교통사고 시나리오① 시나리오② 시나리오③

혼잡교통사고2) 시나리오④ 시나리오⑤ 시나리오⑥

주: 1)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3이라는 의미는 무빙윈도우 안에 포함되는 링크개수가 3
개라는 의미임. 마찬가지로 무빙윈도우 크기가 5인 경우에는 무빙윈도우 안에
포함되는 링크개수가 5개임.

주: 2) 혼잡교통사고란 속도전이도 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영역과 비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혼잡영역의 경계부(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시공간)와
내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함.

[표 4-9]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

③ 독립변수 후보군 도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후보군을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통류

속도의 시공간적 변화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어떤 독립변수를 사용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

수로 가능한 후보군을 먼저 도출했다. 그리고 도출된 독립변수 가운데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별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는데

활용했다.

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를 추출한 방법은 [그림 4-39]의 개념도에 제

교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무빙윈도우
의 크기가 3인 경우, 그리고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5인 경우의 결과만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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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주: 1) 그림에서 각 셀 안의 숫자는 해당 시공간대의 링크속도(단위: km/h)를 의미함.
주: 2) 검정색으로 음영처리된 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대를 의미함.
주: 3) 굵은 선 안에 포함된 링크속도가 분석에 사용된 속도데이터임.

[그림 4-39] 이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설정 개념도

그림에서 각 셀 안의 숫자는 해당 시공간대의 링크속도를 의미한다.

검정색으로 음영처리된 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대를 나타낸 것이

다. 본 분석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링크속

도는 그림에서 굵은 선 안에 포함된 속도이다. 가령, 그림에서와 같이 검

정색으로 음영처리된 셀(링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링크를 중심으로 속도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속도변화이다. 그림에서 시

간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20분 전까지의 속도변화를 살펴보았다171)172).

171) 시간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링크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미래에 발생하는 링크의 속도변화가 과거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
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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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변화이다. 그림에서 교통류는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링크를 기준

으로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크의 속도변화를 살펴보았다173).

주: 1) 그림에서 각 셀 안의 숫자는 해당 시공간대의 링크속도(단위: km/h)를 의미함.
주: 2) 검정색으로 음영처리된 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대를 의미함.
주: 3) ◯A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대(시간대의 링크)의 속도와 10분 전 링크속

도와의 속도차이(=54-10)를 계산한 경우의 결과임.
주: 4) ◯B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대(시간대의 링크)의 속도와 10분 동안 링크

속도 변화 간 속도차이(=(47-40)-(54-40))를 계산한 경우의 결과임.

[그림 4-40] 이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산정 예시

[그림 4-39]에서 설명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공간대(시간대의 링

크)의 속도와 변수로써 고려되는 링크속도 간 속도차이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림 4-40]에는 그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가령, 교통사고가

172)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링크의 속도변화를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20분이라는 기
준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임을 밝혀 둔다.

173) 교통사고가 발생한 링크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링크의 속도변화를 살
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류 2개 및 하
류 2개라는 기준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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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시공간대(시간대의 링크)의 속도와 10분 전 링크속도 간 속도

차이는 그림의 ◯A와 같이 14(=54-40)로 계산된다. 또 다른 예로 교통사

고가 발생한 시공간대(시간대의 링크)의 속도와 10분 동안의 링크속도

변화 간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의 ◯B와 같이 21(=(47-40)+(54-40))로 계

산된다. 특정 시점 간 차이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특정 시점까지의 차이

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공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차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 4-10]과

같이 독립변수 후보군을 작성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 속도차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독립변수가

모형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 1) 셀 안의 문자는 해당 시공간대의 링크속도(단위: km/h)를 의미함.
주: 2) 검정색으로 음영처리된 셀이 분석대상 시공간대를 의미함.

[그림 4-41]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의 독립변수 산정을 위한 대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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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개념주) 계산방법주)

Var(01)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
링크속도 간 차이 ◯A -◯B 

Var(02)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
링크속도 간 차이 ◯A -◯D 

Var(03)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상류2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B +◯D )÷2

Var(04) 본류, 상류2개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간 차이 Max(◯A ,◯B ,◯D )-min(◯A ,◯B ,◯D )

Var(05) Var(01)과 Var(02)의 합계 ◯A -◯B +◯A -◯D 
Var(06) 본류 링크속도와 하류1

링크속도 간 차이 ◯A -◯C 
Var(07) 본류 링크속도와 하류2

링크속도 간 차이 ◯A -◯E 
Var(08) 본류 링크속도와 하류2개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C +◯E )÷2
Var(09) 본류, 하류2개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간 차이 Max(◯A ,◯C ,◯E )-min(◯A ,◯B ,◯D )
Var(10) Var(06)과 Var(07)의 합계 ◯A -◯C +◯A -◯E 
Var(11)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하류1

링크평균속도 차이 ◯A -(◯B +◯C )÷2
Var(12) 본류, 상류1, 하류1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간 차이 Max(◯A ,◯B ,◯C )-min(◯A ,◯B ,◯C )
Var(13) 상류1 및 하류1 간 속도차이 ◯B -◯C 
Var(14) Var(01)과 Var(06)의 합 ◯A -◯B +◯A -◯C 
Var(15)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1

링크평균속도 차이 ◯A -(◯B +◯C +◯D )÷3
Var(16)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1

중 링크최고속도 차이 ◯A -Max(◯B +◯C +◯D )
Var(17)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1

중 링크최저속도 차이 ◯A -min(◯B +◯C +◯D )
Var(18) 본류, 상류2개, 하류1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간 차이 Max(◯A ,◯B ,◯C ,◯D )-min(◯A ,◯B ,◯C ,◯D )
Var(19) 상류2 및 하류1 간

링크속도차이 ◯D -◯C 
Var(20) Var(01), Var(02), Var(06)의

합계 ◯A -◯B +◯A -◯D +◯A -◯C 
Var(21)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하류2개

링크평균속도 차이 ◯A -(◯B +◯C +◯E )÷3
Var(22)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하류2개

중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B +◯C +◯E )
Var(23)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하류2개

중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B +◯C +◯E )
Var(24) 본류, 상류1, 하류2개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간 차이 Max(◯A ,◯B ,◯C ,◯E )-min(◯A ,◯B ,◯C ,◯E )

[표 4-10] 독립변수 후보군 목록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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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개념주) 계산방법주)

Var(25) 상류1과 하류2의 링크속도
차이 ◯B -◯E 

Var(26) Var(02), Var(06), Var(07)의
합계 ◯A -◯D +◯A -◯C +◯A -◯E 

Var(27)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2개
링크평균속도 차이 ◯A -(◯B +◯C +◯D +◯E )÷4

Var(28)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2개
중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B +◯C +◯D +◯E )

Var(29)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2개
중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B +◯C +◯D +◯E )

Var(30) 상류2개/하류2개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간 차이

Max(◯B +◯C +◯D +◯E )
-min(◯B +◯C +◯D +◯E )

Var(31) 상류2 및 하류2 링크속도 간
차이 ◯D -◯E 

Var(32) Var(01), Var(02), Var(06),
Var(07)의 합계

◯A -◯B +◯A -◯D +◯A -◯C 
+◯A -◯E 

Var(33)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5분전
링크속도 간 차이 ◯A -◯F 

Var(34)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10분전
링크속도 간 차이 ◯A -◯G 

Var(35)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15분전
링크속도 간 차이 ◯A -◯H 

Var(36)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20분전
링크속도 간 차이 ◯A -◯I 

Var(37)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5분전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A +◯F )÷2

Var(38)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10분전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A +◯F +◯G )÷3

Var(39)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15분전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A +◯F +◯G +◯H )÷4

Var(40) 본류 링크속도와 본류 20분전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A +◯F +◯G +◯I )÷5

Var(41) 현재～10분 전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차이 Max(◯A ,◯F ,◯G )-min(◯A ,◯F ,◯G )

Var(42) 현재～15분 전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차이 Max(◯A ,◯F ,◯G ,◯H )-min(◯A ,◯F ,◯G ,◯H )

Var(43) 현재～20분 전 중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차이

Max(◯A ,◯F ,◯G ,◯H ,◯I )
-min(◯A ,◯F ,◯G ,◯H ,◯I )

Var(44) 본류 링크속도와 10분 전 동안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F ,◯G )

Var(45) 본류 링크속도와 15분 전 동안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F ,◯G ,◯H )

Var(46) 본류 링크속도와 20분 전 동안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F ,◯G ,◯H ,◯I )

Var(47) 본류 링크속도와 10분 전 동안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F ,◯G )



- 136 -

2) 분석수행 과정

① 1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 및 독립변수 선별

1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목적은 독립변수 후보군 가운

데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는 독립변수를 선별하는데 있다.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독립변수 후보군 목록은 앞서 [표 4-10]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

섯 가지 분석 시나리오에서 독립변수 후보군 목록에 제시된 독립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시나리오에서 무빙윈도우법이 도입되는 경우에

는 무빙윈도우법을 링크별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여부에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표 4-10]의 세 번째 열과 같이 독립변수를 계산하였다. 각

시나리오별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확

인한다. 먼저 추정되는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해당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선별한다174).

시나리오별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2]에 제시

되어 있다. 표에서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분석

시나리오에서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상수항으로만 모형을 설명할 때

17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말한다.

변수명 변수개념주) 계산방법주)

Var(48) 본류 링크속도와 15분 전 동안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F ,◯G ,◯H )

Var(49) 본류 링크속도와 20분 전 동안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F ,◯G ,◯H ,◯I )

Var(50) Var(33)과 Var(34)의 합계 ◯A -◯F +◯A -◯G 
Var(51) Var(33), Var(34), Var(35)의

합계 ◯A -◯F +◯A -◯G +◯A -◯H 
Var(52) Var(33), Var(34), Var(35),

Var(36)의 합계
◯A -◯F +◯A -◯G +◯A -◯H 

+◯A -◯I 
주: 변수개념과 계산방법에 사용된 영문 약어의 의미는 [그림 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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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독립변수를 추가해서 모형을 추정할 때에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osmer-Lemeshow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여섯 가지의

분석 시나리오 가운데 두 번째 시나리오인 ‘모든사고-M/W3 모형’에서만

유의확률이 0.0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5).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

여 두 번째 시나리오인 ‘모든사고-M/W3 모형’에 대해서만 2차 및 3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176). ‘모든사고-M/W3 모형’에 대해

1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 선별된 독립변수 목록은 [표

4-11]에 제시된 것과 같다. 선별된 독립변수는 2차 및 3차 이항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변수명 변수개념주) 계산방법주)

Var(08) 본류 링크속도와 하류2개
링크평균속도 간 차이 ◯A -(◯C +◯E )÷2

Var(22)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1/하류2개
중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B +◯C +◯E )

Var(29)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2개/하류2개
중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B +◯C +◯D +◯E )

Var(45) 본류 링크속도와 15분 전 동안
최고속도 간 차이 ◯A -Max(◯F ,◯G ,◯H )

Var(49) 본류 링크속도와 20분 전 동안
최저속도 간 차이 ◯A -min(◯F ,◯G ,◯H ,◯I )

Var(52) Var(33), Var(34), Var(35),
Var(36)의 합계

◯A -◯F +◯A -◯G +◯A -◯H 
+◯A -◯I 

주: 변수개념과 계산방법에 사용된 영문 약어의 의미는 [그림 4-41] 참조.

[표 4-11] ‘모든사고-M/W3 모형’ 추정 과정에서 선별된 독립변수 목록

175) ‘Hosmer-Lemeshow 테스트’에서 귀무가설은 ‘추정되는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값은 0’이다.

176) 모형의 설명력 지표인 ‘-2Log우도’ 값은 작을수록 좋으나, 절대적인 기준
은 찾기 어려워 참고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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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종류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 모형의 설명력

Hosmer-Lemeshow
테스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2Log우도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시나리오① : 모든사고1)-M/W02) 모형 1111.12 0.000** 22309.3 30.234 0.000
시나리오② : 모든사고-M/W3 모형 2116.36 0.000** 45382.9 12.955 0.113**
시나리오③ : 모든사고-M/W5 모형 2965.95 0.000** 58547.6 50.351 0.000
시나리오④ : 혼잡사고-M/W0 모형 1385.62 0.000** 18500.4 22.262 0.004
시나리오⑤ : 혼잡사고-M/W3 모형 3143.1 0.000** 40656.5 65.973 0.000
시나리오⑥ : 혼잡사고-M/W5 모형 4986.29 0.000** 48442.8 180.113 0.000
주: 1) ‘모든사고’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를, ‘혼잡사고’는 혼잡영역에 해

당하는 교통사고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를 의미함.
주: 2) ‘M/W(숫자)’의 의미는 독립변수에 해당 숫자를 창의 크기로 갖는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했음을 의미함.
주: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표 4-12] 분석 시나리오별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의 종류와 각 모형에 대한 테스트 결과

모형의 종류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 모형의 설명력

Hosmer-Lemeshow
테스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2Log우도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시나리오②-1 : 모든사고-M/W3 모형 1차1) 2116.36 0.000** 45382.9 12.955 0.113**

시나리오②-2 : 모든사고-M/W3 모형 2차 582.789 0.000** 12497.5 14.582 0.068**

시나리오②-3 : 모든사고-M/W3 모형 3차 532.817 0.000** 12547.5 7.589 0.475**
주: 1) ‘시나리오②-1 : 모든사고-M/W3 모형 1차’ 결과값은 [표 4-12]에 제시된 ‘시나리오② : 모든사고-M/W3 모형’과 동일함.
주: 2)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표 4-13] 시나리오② 모든사고-M/W3 모형에 대한 1차, 2차, 3차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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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 및 독립변수 확정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먼저 선

별된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지 재확인한다. 그리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

3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독립변수를 확정한다.

먼저 1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서 선별된 독립변수만으로 2차 이

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3]에 제시되어 있다(표에

서 ‘시나리오②-2 : 모든사고-M/W3 모형 2차’에 해당하는 부분). 시나리

오②-2에서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와 ‘Hosmer-Lemeshow 테스트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형회귀에서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을 판단한다(고길곤,

2017)177)178). 그러나 이항로지스틱회귀에서는 선형회귀와는 달리 다중공

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이항로지스틱회귀

에서는 독립변수의 계수값 간 상관행렬을 보고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가

늠한다. [표 4-14]는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1차 추정에서 선별

된 독립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경우)을 통해 산정된 독립변수의 계

수값 간 상관행렬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Var(45)는 Var(49)

및 Var(52)와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일반적으로 계수값 간 상관값(절

대값)이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정한다(이희연․노승철,

2017)179). [표 4-15]는 3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2차 추정에서

Var(45)를 제외한 경우)을 통해 산정된 독립변수의 계수값 간 상관행렬

을 정리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관값이 모두 0.8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Var(29)와 Var(52) 뿐이다. 그 이유는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

177) 고길곤(2017),『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pp.481～485의 내용 참조.
178) VIF 이외에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지표가 있으며, VIF만으

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자료: Wooldridge,
2013, pp.98～99).

179) 이희연․노승철(2017),『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p.325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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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독립변수 Var(08), Var(22), Var(49)의 추정계수 부호가 양(+)

에서 음(-)로 변경되었고, 회귀계수값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기존 문헌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변수에서 제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Wooldridge, 2013)180).

구분 Cont. Var(08) Var(22) Var(29) Var(45) Var(49) Var(52)
상수항 1.000 -0.138 0.188 -0.301 0.163 -0.176 -0.020
Var(08) -0.138 1.000 0.786 -0.590 -0.015 0.006 -0.030
Var(22) 0.188 0.786 1.000 -0.427 0.000 -0.017 -0.011
Var(29) -0.301 -0.590 -0.427 1.000 0.004 -0.003 0.029
Var(45) 0.163 -0.015 0.000 0.004 1.000 -0.963 0.927
Var(49) -0.176 0.006 -0.017 -0.003 -0.963 1.000 -0.924
Var(52) -0.020 -0.030 -0.011 0.029 0.927 -0.924 1.000
주: 1) 각 변수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4-10] 참조.
주: 2) 표에서 음영처리된 셀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조합을 의미함.

[표 4-14] 2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계수값

간 상관행렬

구분 Cont. Var(08) Var(22) Var(29) Var(49) Var(52)

상수항 1.000 -0.135 0.194 -0.305 -0.078 -0.460

Var(08) -0.135 1.000 0.786 -0.591 -0.030 -0.044

Var(22) 0.194 0.786 1.000 -0.427 -0.063 -0.032

Var(29) -0.305 -0.591 -0.427 1.000 0.000 0.067

Var(49) -0.078 -0.030 -0.063 0.000 1.000 -0.299

Var(52) -0.460 -0.044 -0.032 0.067 -0.299 1.000

주: 각 변수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4-10] 참조.

[표 4-15] 3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계수값

간 상관행렬

180) Wooldridge, J. M.(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5th
ed.), pp.94～98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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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

[표 4-16]은 1차, 2차 및 3차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독립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의 수치를 바탕

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수식형태로 표현하면 (수식 4-7)과 같다.

추정된 계수는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표 4-16]에

서 P-value 참조).

독립변수 B S.E.
Wald


P-value Exp(B)
Exp(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Var(29)1) 0.037 0.005 46.57 0.000 1.038 1.027 1.049
Var(52)2) 0.105 0.010 120.15 0.000 1.110 1.090 1.131
상수항 -2.704 0.048 3137.73 0.000 0.067 - -

주: 1) 변수 Var(29)는 대상링크 링크속도와 대상링크의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크
중 최저속도 간 차이의 절대값

주: 2) 변수 Var(52)는 대상링크의 링크속도와 5～20분 동안의 링크속도 간 차이의
절대값

[표 4-16] ‘모든사고-M/W3’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연

속형변수의 경우)

ln    
         (수식 4-7)

여기서,

  관심대상인 사건(교통사고 발생시 1, 교통사고 미발생시 0)

 
대상링크 링크속도와 대상링크의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
크 중 최저속도 간 차이의 절대값

 
대상링크의 링크속도와 5～20분 동안의 링크속도 간 차이의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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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해석

1) 추정된 계수와 범주화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서는 승산비([표 4-16]에서 Exp(B)로 표시된

열의 값)를 보고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

단한다. 예를 들어, [표 4-16]에서 독립변수 Var(29)의 승산비는 1.038인

데, 이는 Var(29)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인 교통사고 발생확

률이 1.038배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원리로 독립변수 Var(52)의 값

이 한 단위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1.11배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독립변수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Var(52)

가 Var(29)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각 독립변수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

하기 위해 연속형변수인 각 독립변수를 범주형변수로 변환하여 이항로지

스틱회귀 모형을 다시 추정해 보았다. 연속형변수를 범주화변수로 변환

한 방식은 [표 4-17]에 제시되어 있다.

연속형 독립변수
연속형변수의 범주형변수 변환 방식

변수명 값의 범위

Var(29)1) 0～30

변수명 값의 범위

범주Var(29)(1) 0～10

범주Var(29)(2) 11～20

범주Var(29)(3) 21～30

Var(52)2) 0～40

변수명 값의 범위

범주Var(52)(1) 0～20

범주Var(52)(2) 21～40

주: 1) 본류 링크속도와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크 중 최저속도 간 차이. 계산방법
은 [표 4-10] 참조.

주: 2) 본류 링크속도와 과거 20분 동안의 링크속도 변화 간 차이. 계산방법은 [표
4-10] 참조.

[표 4-17] 연속형변수의 범주화변수 변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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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Var(29)는 0에서 30 사이의 값을 가지며, 표와 같이 3개의

범주로 구분했다. 독립변수 Var(52)는 0에서 40 사이의 값을 가지며, 표

와 같이 2개의 범주로 구분했다. 각 범주형변수에 대한 범주개수가 다른

이유는 범주형변수 간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분방식에 따랐기 때

문이다. 독립변수 Var(29) 및 Var(52)를 범주형변수로 변환하여 이항로

지스틱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8]에 정리되어 있다. 범주

Var(29)(2)과 범주Var(29)(3)의 승산비는 각각 2.103과 2.417이다. 결과를

해석해보면, Var(29)의 값이 0～10인 경우보다 11～20인 경우와 21～30

인 경우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각각 2.103배와 2.417배 높다는 의미이

다. 마찬가지로 범주Var(52)(2)의 승산비는 1.407이다. Var(52)의 값이

0～20인 경우보다 21 이상인 경우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1.407배 높다

는 의미이다.

독립변수1) B S.E.
Wald


P-value Exp(B)

Exp(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범주Var(29)(1) 9.479 0.009

범주Var(29)(2) 0.743 0.251 8.745 0.003 2.103 1.285 3.442

범주Var(29)(3) 0.883 0.288 9.404 0.002 2.417 1.375 4.250

범주Var(52)(1) 118.091 0.000

범주Var(52)(2) 0.341 0.144 5.604 0.018 1.407 1.060 1.867

주: 1) 비교기준이 되는 범주형변수는 ‘범주Var(․)(1)’로 표기된 변수임.
주: 2) 변수명 Var(29) 및 Var(52)가 의미와 계산방법은 [표 4-10] 참조.

[표 4-18] ‘모든사고-M/W3’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범

주형변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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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는 독립변수 Var(29)와 Var(52)의 값이 변함에 따라 교통사

고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에서 가장 왼쪽 행과 가장 위쪽 열에 위치한 수치는 각 독립변수의 값을

의미하며, 단위는 km/h이다. 그리고 표에서 음영처리된 셀은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표기한 것이다. 가령, Var(29)의 값이

20km/h이고, Var(52)의 값이 20km/h인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53%가 된다. 풀이하자면, 분석권 내 링크 간 공간적 속도차이가 20km/h

이고, 시간적 속도차이가 20km/h인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기준확

률(Var(29) 및 Var(52) 값이 모두 0인 경우) 6%에서 53%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Var(52)
Var(29) 0 10 20 30 40

0 6% 16% 35% 61% 82%
5 7% 19% 40% 65% 84%
10 9% 22% 44% 69% 87%
20 12% 29% 53% 77% 90%
25 14% 33% 58% 80% 92%
30 17% 37% 62% 83% 93%

주: 1) 가장 왼쪽 행과 가장 위 열에 표시된 수치는 각 독립변수 값을 의미하며, 단
위는 km/h임.

주: 2) 음영처리된 셀은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표 4-19] 독립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확률 계산 결과

2) 무빙윈도우의 가중치 변화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할 때, 링크별 속도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에 따라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 살펴본 무빙윈도우법 알고리즘에서 값을 산정할

때, 개별 링크속도에 대한 가중치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무

빙윈도우의 크기가 3인 경우에 개별 링크속도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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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이 된다181). 추가분석에서는 무빙윈도우의 크기를 3으로 고정하고,

[그림 4-42]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182). 먼저 그림의 Case(1)

과 같이 무빙윈도우 내 링크의 가중치를 첫 번째 링크속도에 대해서는

0.25, 두 번째 링크속도에 대해서는 0.5, 그리고 세 번째 링크속도에 대해

서는 0.25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무빙윈도우 내 링크의 가중치

를 첫 번째 링크속도에 대해서는 0.5, 두 번째 링크속도에 대해서는 0.25,

그리고 세 번째 링크속도에 대해서는 0.25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는 [표 4-20]과 [표 4-21]에 제시되어 있다. 가중치를 변경해서 무빙윈도

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42] 무빙윈도우법 적용시 가중치 변경에 따른 평균속도 변화의 예

181) 무빙윈도우의 크기가 3인 경우, 무빙윈도우가 이동함에 따라 무빙윈도우
내 평균속도는            ÷와 같이 산정된다. 무빙
윈도우의 크기가 3(=3)이므로, 앞선 식에서 개별 링크속도에 각각 을
곱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별 링크속도에 대한 가중치는 

로 동일하다.
182) 두 가지 경우 모두, 교통사고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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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종류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 모형의 설명력

Hosmer-Lemeshow
테스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2Log우도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모든사고-M/W3 모형 Case(1) 1차1) 2206.266 0.000** 44938.900 21.827 0.005

모든사고-M/W3 모형 Case(1) 2차 1670.370 0.000** 45474.796 28.881 0.000

모든사고-M/W3 모형 Case(1) 3차 1665.068 0.000** 45480.098 31.021 0.000
주: 1) Case(1)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링크속도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25, 0.5 및 0,25인 경우를 의미함.
주: 2) 1차, 2차 및 3차의 의미는 [그림 3-23]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분석 프로세스 내용 참고.
주: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표 4-20] 모든사고-M/W3 모형의 Case(1)에 대한 1차, 2차, 3차 테스트 결과

모형의 종류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 모형의 설명력

Hosmer-Lemeshow
테스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2Log우도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모든사고-M/W3 모형 Case(2) 1차1) 2165.421 0.000** 45334.106 15.733 0.046

모든사고-M/W3 모형 Case(2) 2차 1720.566 0.000** 45778.962 27.678 0.001

모든사고-M/W3 모형 Case(2) 3차 1582.703 0.000** 45916.824 39.048 0.000
주: 1) Case(2)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링크속도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5, 0.25 및 0,25인 경우를 의미함.
주: 2) 1차, 2차 및 3차의 의미는 [그림 3-23]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분석 프로세스 내용 참고.
주: 3)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표 4-21] 모든사고-M/W3 모형의 Case(2)에 대한 1차, 2차, 3차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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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했을 때, 추정되는 모형

의 설명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4-43]에 제시된 예시

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윈도우 크기가 3인 무빙윈도우법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림에서 첫 번째는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 두 번째는 가중치가

<윈도우 크기가 3인 무빙윈도우법 적용결과: 가중치 0.33/0.33/0.33인 경우>

<윈도우 크기가 3인 무빙윈도우법 적용결과: 가중치 0.25/0.50/0.25인 경우>

<윈도우 크기가 3인 무빙윈도우법 적용결과: 가중치 0.50/0.25/0.25인 경우>
주: 가중치가 0.25/0.50/0.25인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링크속도에
대한 가중치가 각각 0.25, 0.50 및 0,25임을 의미함.

[그림 4-43] 무빙윈도우법에서 가중치 변화에 따른 링크속도 및 교통사고

발생구간 변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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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25, 0.5 및 0.25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중치가 각각 0.5, 0.25

및 0.25인 경우를 결과를 나타낸다183). 두 번째 경우와 같이 가중치를 변

경하면 링크 간 속도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경

우에 가중치를 변경하면 첫 번째 경우보다 링크 간 속도차이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 4-20]과 [표 4-21]에서 모든 경우에 모형

의 설명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가중치를 변경해서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함에 따라 링크 간 속도차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줄어든 속도차이는 교통사고 발생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독립

변수로 활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 4-43]과 같이 가중치 변화에 따

라 링크 간 속도차이가 증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할 때, 가중치를 변경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경

우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

제3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 교통위험예보

정체행렬은 도시고속도로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주로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전이도에서 반복혼잡영역을 정의하고,

그 경계부근을 정체행렬이 생성 또는 소멸되는 시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정체행렬 유형별로 생성 또는 소멸 속도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후진생성정체행렬과 전진소멸정체행렬의 경우에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질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는 전조(Precursor)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정체행렬은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체행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하며,

그 때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 발생가

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183) [그림 4-42]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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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 추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확

률을 예측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공간적 범위를 규명했다. 공간적으로는

대상링크를 중심으로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크, 시간적으로는 20분 동

안 대상링크의 속도변화를 살펴봐야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예측할 수 있

음을 확인했다. [그림 4-44]～[그림 4-51]은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의 결

과를 활용하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구간에 대해 발생확률별로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확

률이 높아질수록 해당 시공간의 범위는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면 기존의 ‘사고잦은곳’ 개념을 시공간으로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설명이 가능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

은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교통사고 발생확률 50%를 기

준으로 했을 때,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을 살펴보면, 강동대교～잠실대

교 구간에서 오전 첨두시간대에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시공간은 ‘사고잦은 시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교통위험예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사고

잦은곳’과 관련된 정보는 언제 사고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험

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수준의 정보로 제공됐다. ‘사고잦은 시공간’이 규

명되면, 어느 시간대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용자 맞춤형 교통위험예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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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2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3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

북로JC) 약 36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44]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1)

(교통사고 발생확률 20% 및 3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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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4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5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

북로JC) 약 36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45]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강변북로 공항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2)

(교통사고 발생확률 40% 및 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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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2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3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

토평IC) 약 37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46]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1)

(교통사고 발생확률 20% 및 3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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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4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5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

토평IC) 약 37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47]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강변북로 도심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2)

(교통사고 발생확률 40% 및 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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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2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3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

→88JC) 약 39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48]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1)

(교통사고 발생확률 20% 및 3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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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4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5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

→88JC) 약 39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49]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2)

(교통사고 발생확률 40% 및 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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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2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3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올림픽대로로 도심방향(88JC

→강일IC) 약 39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50]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1)

(교통사고 발생확률 20% 및 3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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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확률 40% 이상>

<교통사고 발생확률 50% 이상>

주: 1) 각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올림픽대로로 도심방향(88JC

→강일IC) 약 39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각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확률(각 그림 아래 표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간임.

[그림 4-51] 추정된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 내 발생확률별 교통사고 발생시공간을 예측한 결과 (2)

(교통사고 발생확률 40% 및 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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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요인별 교통사고 개선대책 수립

본 연구를 통해 교통류의 속도변화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높이는 유

의미한 변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모든 교통사고

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다만 어떤 교통사고에서 특정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교통사고 개선대책도 해당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야 한다. [그림 4-52]는 강변북로 공항방향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지

점과 링크 간 속도차이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매칭한 것이다. 그

림에서 검정색 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지점을 의미한다. 또한 바탕색이

녹색에 가까울수록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낮고,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교

통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주: 1) 그림에서 세로축은 공간축, 가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함.
주: 2) 공간축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이 진행방향이며,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

북로JC) 약 36km가 대상임.
주: 3) 시간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진행방향이고, 범위는 00:00부터 24:00까지임.
주: 4) 그림에서 검정색 점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의미함.
주: 5) 바탕색이 녹색에 가까울수록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낮고,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그림 4-52]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속도차이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확률 간

매칭 결과 (강변북로 공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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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교통류의 속도차이로 인한 교통사고이다(그림에서 사고① 안에

포함된 사고). 이 범주에 속하는 교통사고는 교통류의 속도차이가 사고

의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링크에서 다른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 양상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주로 바탕색이 붉은 시

간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바탕색이 녹색인 시간대에는 교통

사고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교통류의 속도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그림에서 사고② 안에 포함된 사고). 해당 링크에서 다른 시간대에 발생

한 교통사고 양상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주로 바탕색이 녹색인

시간대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류의 속도차이가 아닌 다른 요

인(예를 들어, 기하구조나 교통량)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마지막으로 교통류의 속도차이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이다(그림에서 사고③ 안에 포함된

사고). 해당 링크에서 다른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교통

사고 발생지점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통

사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교통류의 속도차이는 교통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석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교통류의 속도

차이가 주된 요인인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설개선이 교통사고 예방의 대

책이 되기 어렵다. 대신에 교통류에 대한 속도관리가 대책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로운영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그림에서 ‘사고①’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류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교통사고예측모형에

서는 거시데이터에 기반한 집계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이 어려웠다. 미시데이터에 기반한 비집계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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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창

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있는 시도라고 평할 수 있다.

‘사고잦은곳’은 공간적 특성만이 고려된 개념이다. 사고잦은곳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규명되었고,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빅데이터의 등장은 사고잦은곳의 개념을 시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교통사고예측모형에서는 1년 이상 단위의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교통량이나 기하구조와 같은 고정적 요인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

계를 연구했다. 본 연구는 교통류의 속도변화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간에 종속적인 요인과 교통사고 발생

률 간 관계를 모형화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위

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양방향 약 39km 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구간

에서 2017년 1년 동안 5분 단위로 집계된 속도 데이터와 1분 단위로 집

계된 교통사고 데이터를 입수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인 속도전이도를 제작하는데 활용했고, 이를 분석에 적용했다.

속도전이도를 이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연속류에서 정

체가 생성 또는 소멸되는 동안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

와 유형이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정체행렬이 소멸 또는 생성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의 정체행렬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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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멸 속도를 모평균 차이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으로 정체행렬의 생성 또는 소멸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가 발생률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류의 속도차이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분석대상 링크를 중심으로 주변 링크와의 속

도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공

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고려하였다. 입수한 데이터를 그대로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면

링크의 속도가 평활화되지만, 교통사고 발생구간의 임의성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항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 시간적으로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전 20분 동안, 공간적으로는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

크의 속도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모형에서 도출된

회귀계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에서 속도의

유의미한 변화로 인해 설명할 수 있는 사고잦은 시공간을 교통사고 발생

확률별로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인 기여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체행렬

의 생성 및 소멸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률 간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

다. 정체행렬이 발생하는 순간은 교통류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

이다. 교통류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은 교통류의 상태가 불안정

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교통류의 속도변화가 커지게 된다. 정체

행렬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교통류의

속도차이가 커질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간접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속도전이도 상에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변수와 시간변수를 도출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본류의 링크속도와 상류 2개 및 하류 2개 링크 중 최저속도 간 차이가

커질수록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시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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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20분 동안 본류 링크속도의 변화량이 커지면 커

질수록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도출했다. 셋째, 속도전이

도에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어,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을 확

보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건은 윈도

우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의 크기가 3

인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윈도우의 크기

가 3 미만이거나 4이상인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

성과는 교통위험예보(가칭)에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

재 사고잦은곳을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 체계에서는 시간변수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점 또는 구간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잦은곳’이라는 표지판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다발구간’이

라는 안내멘트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만약 사고잦은곳에서의 교

통사고 발생확률을 시간대별로 구분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발

생확률이 높은 시간대에 사고잦은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보다 차별

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맞춤형 교통위

험예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성과는 교통사고에 대

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전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20%, 30%, 40%, 그리

고 50% 이상인 시공간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도로를 관리하는 운영

자는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확률 패턴을 하루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의 속도전이도로 제작하여 사고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속도전이도 상에서 교통류의 속도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통사고

는 교통류의 속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교통사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163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에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고 이를 이항로지스

틱회귀 모형을 추정할 때 사용하였다. 무빙윈도우법에서 윈도우의 크기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 강변북로 도심방

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그리고 올림픽대로 도심방향 구간의 구간길이

는 큰 차이가 없지만, 표준링크체계에서 각 구간을 구성하는 링크수는 다

르다. 물론 각 구간에 대해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할 때, 윈도우의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여기에서 윈도우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윈도우

내 링크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강변북로 공항방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윈도우 내 링크개수와 올림픽대로 도심방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윈도우 내 링크개수는 동일하다. 그러나 각각의 윈도우의 크기는 다

르다. 입수한 데이터가 자체가 표준링크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윈

도우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 보다 세분

화된 데이터 수집체계가 마련되고 그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본 연

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한계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통류 속도차이의 크기가 교통사고 심각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교통사고 데

이터에는 사고심각도와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교통

류의 속도차이가 커질수록 교통사고 심각도가 심화된다면, 교통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영자는 평상시와 다른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제

보에 기반한 교통사고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고심각도와 관련된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후속 연구에서는 무빙윈도우법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

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 이외에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한 독

립변수와 교통사고 발생확률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시도한 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

론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에 대해서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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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윈도우법을 적용했다. 시간에 대해 무빙윈도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개념

적으로 타당한지와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미

한 방법인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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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분석대상 구간별 평일의 속도전이도

가.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

[2017년 1월 1일(일)] [2017년 1월 8일(일)] [2017년 1월 15일(일)] [2017년 1월 22일(일)]

[2017년 1월 2일(월)] [2017년 1월 9일(월)] [2017년 1월 16일(월)] [2017년 1월 23일(월)]

[2017년 1월 3일(화)] [2017년 1월 10일(화)] [2017년 1월 17일(화)] [2017년 1월 24일(화)]

[2017년 1월 4일(수)] [2017년 1월 11일(수)] [2017년 1월 18일(수)] [2017년 1월 25일(수)]

[2017년 1월 5일(목)] [2017년 1월 12일(목)] [2017년 1월 19일(목)] [2017년 1월 26일(목)]

[2017년 1월 6일(금)] [2017년 1월 13일(금)] [2017년 1월 20일(금)] [2017년 1월 27일(금)]

[2017년 1월 7일(토)] [2017년 1월 14일(토)] [2017년 1월 21일(토)] [2017년 1월 28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1일～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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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9일(일)] [2017년 2월 5일(일)] [2017년 2월 12일(일)] [2017년 2월 19일(일)]

[2017년 1월 30일(월)] [2017년 2월 6일(월)] [2017년 2월 13일(월)] [2017년 2월 20일(월)]

[2017년 1월 31일(화)] [2017년 2월 7일(화)] [2017년 2월 14일(화)] [2017년 2월 21일(화)]

[2017년 2월 1일(수)] [2017년 2월 8일(수)] [2017년 2월 15일(수)] [2017년 2월 22일(수)]

[2017년 2월 2일(목)] [2017년 2월 9일(목)] [2017년 2월 16일(목)] [2017년 2월 23일(목)]

[2017년 2월 3일(금)] [2017년 2월 10일(금)] [2017년 2월 17일(금)] [2017년 2월 24일(금)]

[2017년 2월 4일(토)] [2017년 2월 11일(토)] [2017년 2월 18일(토)] [2017년 2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29일～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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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일)] [2017년 3월 5일(일)] [2017년 3월 12일(일)] [2017년 3월 19일(일)]

[2017년 2월 27일(월)] [2017년 3월 6일(월)] [2017년 3월 13일(월)] [2017년 3월 20일(월)]

[2017년 2월 28일(화)] [2017년 3월 7일(화)] [2017년 3월 14일(화)] [2017년 3월 21일(화)]

[2017년 3월 1일(수)] [2017년 3월 8일(수)] [2017년 3월 15일(수)] [2017년 3월 22일(수)]

[2017년 3월 2일(목)] [2017년 3월 9일(목)] [2017년 3월 16일(목)] [2017년 3월 23일(목)]

[2017년 3월 3일(금)] [2017년 3월 10일(금)] [2017년 3월 17일(금)] [2017년 3월 24일(금)]

[2017년 3월 4일(토)] [2017년 3월 11일(토)] [2017년 3월 18일(토)] [2017년 3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2월 26일～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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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6일(일)] [2017년 4월 2일(일)] [2017년 4월 9일(일)] [2017년 4월 16일(일)]

[2017년 3월 27일(월)] [2017년 4월 3일(월)] [2017년 4월 10일(월)] [2017년 4월 17일(월)]

[2017년 3월 28일(화)] [2017년 4월 4일(화)] [2017년 4월 11일(화)] [2017년 4월 18일(화)]

[2017년 3월 29일(수)] [2017년 4월 5일(수)] [2017년 4월 12일(수)] [2017년 4월 19일(수)]

[2017년 3월 30일(목)] [2017년 4월 6일(목)] [2017년 4월 13일(목)] [2017년 4월 20일(목)]

[2017년 3월 31일(금)] [2017년 4월 7일(금)] [2017년 4월 14일(금)] [2017년 4월 21일(금)]

[2017년 4월 1일(토)] [2017년 4월 8일(토)] [2017년 4월 15일(토)] [2017년 4월 2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3월 26일～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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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일)] [2017년 4월 30일(일)] [2017년 5월 7일(일)] [2017년 5월 14일(일)]

[2017년 4월 24일(월)] [2017년 5월 1일(월)] [2017년 5월 8일(월)] [2017년 5월 15일(월)]

[2017년 4월 25일(화)] [2017년 5월 2일(화)] [2017년 5월 9일(화)] [2017년 5월 16일(화)]

[2017년 4월 26일(수)] [2017년 5월 3일(수)] [2017년 5월 10일(수)] [2017년 5월 17일(수)]

[2017년 4월 27일(목)] [2017년 5월 4일(목)] [2017년 5월 11일(목)] [2017년 5월 18일(목)]

[2017년 4월 28일(금)] [2017년 5월 5일(금)] [2017년 5월 12일(금)] [2017년 5월 19일(금)]

[2017년 4월 29일(토)] [2017년 5월 6일(토)] [2017년 5월 13일(토)] [2017년 5월 2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5]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4월 23일～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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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1일(일)] [2017년 5월 28일(일)] [2017년 6월 4일(일)] [2017년 6월 11일(일)]

[2017년 5월 22일(월)] [2017년 5월 29일(월)] [2017년 6월 5일(월)] [2017년 6월 12일(월)]

[2017년 5월 23일(화)] [2017년 5월 30일(화)] [2017년 6월 6일(화)] [2017년 6월 13일(화)]

[2017년 5월 24일(수)] [2017년 5월 31일(수)] [2017년 6월 7일(수)] [2017년 6월 14일(수)]

[2017년 5월 25일(목)] [2017년 6월 1일(목)] [2017년 6월 8일(목)] [2017년 6월 15일(목)]

[2017년 5월 26일(금)] [2017년 6월 2일(금)] [2017년 6월 9일(금)] [2017년 6월 16일(금)]

[2017년 5월 27일(토)] [2017년 6월 3일(토)] [2017년 6월 10일(토)] [2017년 6월 1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6]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5월 21일～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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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8일(일)] [2017년 6월 25일(일)] [2017년 7월 2일(화)] [2017년 7월 9일(일)]

[2017년 6월 19일(월)] [2017년 6월 26일(월)] [2017년 7월 3일(월)] [2017년 7월 10일(월)]

[2017년 6월 20일(화)] [2017년 6월 27일(화)] [2017년 7월 4일(화)] [2017년 7월 11일(화)]

[2017년 6월 21일(수)] [2017년 6월 28일(수)] [2017년 7월 5일(수)] [2017년 7월 12일(수)]

[2017년 6월 22일(목)] [2017년 6월 29일(목)] [2017년 7월 6일(목)] [2017년 7월 13일(목)]

[2017년 6월 23일(금)] [2017년 6월 30일(금)] [2017년 7월 7일(금)] [2017년 7월 14일(금)]

[2017년 6월 24일(토)] [2017년 7월 1일(토)] [2017년 7월 8일(토)] [2017년 7월 1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7]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6월 18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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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6일(일)] [2017년 7월 23일(일)] [2017년 7월 30일(일)] [2017년 8월 6일(일)]

[2017년 7월 17일(월)] [2017년 7월 24일(월)] [2017년 7월 31일(월)] [2017년 8월 7일(월)]

[2017년 7월 18일(화)] [2017년 7월 25일(화)] [2017년 8월 1일(화)] [2017년 8월 8일(화)]

[2017년 7월 19일(수)] [2017년 7월 26일(수)] [2017년 8월 2일(수)] [2017년 8월 9일(수)]

[2017년 7월 20일(목)] [2017년 7월 27일(목)] [2017년 8월 3일(목)] [2017년 8월 10일(목)]

[2017년 7월 21일(금)] [2017년 7월 28일(금)] [2017년 8월 4일(금)] [2017년 8월 11일(금)]

[2017년 7월 22일(토)] [2017년 7월 29일(토)] [2017년 8월 5일(토)] [2017년 8월 1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8]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7월 16일～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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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3일(일)] [2017년 8월 20일(일)] [2017년 8월 27일(일)] [2017년 9월 3일(일)]

[2017년 8월 14일(월)] [2017년 8월 21일(월)] [2017년 8월 28일(월)] [2017년 9월 4일(월)]

[2017년 8월 15일(화)] [2017년 8월 22일(화)] [2017년 8월 29일(화)] [2017년 9월 5일(화)]

[2017년 8월 16일(수)] [2017년 8월 23일(수)] [2017년 8월 30일(수)] [2017년 9월 6일(수)]

[2017년 8월 17일(목)] [2017년 8월 24일(목)] [2017년 8월 31일(목)] [2017년 9월 7일(목)]

[2017년 8월 18일(금)] [2017년 8월 25일(금)] [2017년 9월 1일(금)] [2017년 9월 8일(금)]

[2017년 8월 19일(토)] [2017년 8월 26일(토)] [2017년 9월 2일(일)] [2017년 9월 9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9]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8월 13일～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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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0일(일)] [2017년 9월 17일(일)] [2017년 9월 24일(일)] [2017년 10월 1일(일)]

[2017년 9월 11일(월)] [2017년 9월 18일(월)] [2017년 9월 25일(월)] [2017년 10월 2일(월)]

[2017년 9월 12일(화)] [2017년 9월 19일(화)] [2017년 9월 26일(화)] [2017년 10월 3일(화)]

[2017년 9월 13일(수)] [2017년 9월 20일(수)] [2017년 9월 27일(수)] [2017년 10월 4일(수)]

[2017년 9월 14일(목)] [2017년 9월 21일(목)] [2017년 9월 28일(목)] [2017년 10월 5일(목)]

[2017년 9월 15일(금)] [2017년 9월 22일(금)] [2017년 9월 29일(금)] [2017년 10월 6일(금)]

[2017년 9월 16일(토)] [2017년 9월 23일(토)] [2017년 9월 30일(토)] [2017년 10월 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0]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9월 10일～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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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8일(일)] [2017년 10월 15일(일)] [2017년 10월 22일(일)] [2017년 10월 29일(일)]

[2017년 10월 9일(월)] [2017년 10월 16일(월)] [2017년 10월 23일(월)] [2017년 10월 30일(월)]

[2017년 10월 10일(화)] [2017년 10월 17일(화)] [2017년 10월 24일(화)] [2017년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11일(수)] [2017년 10월 18일(수)] [2017년 10월 25일(수)] [2017년 11월 1일(수)]

[2017년 10월 12일(목)] [2017년 10월 19일(목)] [2017년 10월 26일(목)] [2017년 11월 2일(목)]

[2017년 10월 13일(금)] [2017년 10월 20일(금)] [2017년 10월 27일(금)] [2017년 11월 3일(금)]

[2017년 10월 14일(토)] [2017년 10월 21일(토)] [2017년 10월 28일(토)] [2017년 11월 4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1]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0월 8일～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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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5일(일)] [2017년 11월 12일(일)] [2017년 11월 19일(일)] [2017년 11월 26일(일)]

[2017년 11월 6일(월)] [2017년 11월 13일(월)] [2017년 11월 20일(월)] [2017년 11월 27일(월)]

[2017년 11월 7일(화)] [2017년 11월 14일(화)] [2017년 11월 21일(화)] [2017년 11월 28일(화)]

[2017년 11월 8일(수)] [2017년 11월 15일(수)] [2017년 11월 22일(수)] [2017년 11월 29일(수)]

[2017년 11월 9일(목)] [2017년 11월 16일(목)] [2017년 11월 23일(목)] [2017년 11월 30일(목)]

[2017년 11월 10일(금)] [2017년 11월 17일(금)] [2017년 11월 24일(금)] [2017년 12월 1일(금)]

[2017년 11월 11일(토)] [2017년 11월 18일(토)] [2017년 11월 25일(토)] [2017년 12월 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2]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1월 5일～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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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일(일)] [2017년 12월 10일(일)] [2017년 12월 17일(일)] [2017년 12월 24일(일)]

[2017년 12월 4일(월)] [2017년 12월 11일(월)] [2017년 12월 18일(월)] [2017년 12월 25일(월)]

[2017년 12월 5일(화)] [2017년 12월 12일(화)] [2017년 12월 19일(화)] [2017년 12월 26일(화)]

[2017년 12월 6일(수)] [2017년 12월 13일(수)] [2017년 12월 20일(수)] [2017년 12월 27일(수)]

[2017년 12월 7일(목)] [2017년 12월 14일(목)] [2017년 12월 21일(목)] [2017년 12월 28일(목)]

[2017년 12월 8일(금)] [2017년 12월 15일(금)] [2017년 12월 22일(금)] [2017년 12월 29일(금)]

[2017년 12월 9일(토)] [2017년 12월 16일(토)] [2017년 12월 23일(토)] [2017년 12월 3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3] 강변북로 공항방향(토평IC→북로JC) 36.3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2월 3일～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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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변북로 공항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

[2017년 1월 1일(일)] [2017년 1월 8일(일)] [2017년 1월 15일(일)] [2017년 1월 22일(일)]

[2017년 1월 2일(월)] [2017년 1월 9일(월)] [2017년 1월 16일(월)] [2017년 1월 23일(월)]

[2017년 1월 3일(화)] [2017년 1월 10일(화)] [2017년 1월 17일(화)] [2017년 1월 24일(화)]

[2017년 1월 4일(수)] [2017년 1월 11일(수)] [2017년 1월 18일(수)] [2017년 1월 25일(수)]

[2017년 1월 5일(목)] [2017년 1월 12일(목)] [2017년 1월 19일(목)] [2017년 1월 26일(목)]

[2017년 1월 6일(금)] [2017년 1월 13일(금)] [2017년 1월 20일(금)] [2017년 1월 27일(금)]

[2017년 1월 7일(토)] [2017년 1월 14일(토)] [2017년 1월 21일(토)] [2017년 1월 28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4]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1일～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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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9일(일)] [2017년 2월 5일(일)] [2017년 2월 12일(일)] [2017년 2월 19일(일)]

[2017년 1월 30일(월)] [2017년 2월 6일(월)] [2017년 2월 13일(월)] [2017년 2월 20일(월)]

[2017년 1월 31일(화)] [2017년 2월 7일(화)] [2017년 2월 14일(화)] [2017년 2월 21일(화)]

[2017년 2월 1일(수)] [2017년 2월 8일(수)] [2017년 2월 15일(수)] [2017년 2월 22일(수)]

[2017년 2월 2일(목)] [2017년 2월 9일(목)] [2017년 2월 16일(목)] [2017년 2월 23일(목)]

[2017년 2월 3일(금)] [2017년 2월 10일(금)] [2017년 2월 17일(금)] [2017년 2월 24일(금)]

[2017년 2월 4일(토)] [2017년 2월 11일(토)] [2017년 2월 18일(토)] [2017년 2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5]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29일～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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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일)] [2017년 3월 5일(일)] [2017년 3월 12일(일)] [2017년 3월 19일(일)]

[2017년 2월 27일(월)] [2017년 3월 6일(월)] [2017년 3월 13일(월)] [2017년 3월 20일(월)]

[2017년 2월 28일(화)] [2017년 3월 7일(화)] [2017년 3월 14일(화)] [2017년 3월 21일(화)]

[2017년 3월 1일(수)] [2017년 3월 8일(수)] [2017년 3월 15일(수)] [2017년 3월 22일(수)]

[2017년 3월 2일(목)] [2017년 3월 9일(목)] [2017년 3월 16일(목)] [2017년 3월 23일(목)]

[2017년 3월 3일(금)] [2017년 3월 10일(금)] [2017년 3월 17일(금)] [2017년 3월 24일(금)]

[2017년 3월 4일(토)] [2017년 3월 11일(토)] [2017년 3월 18일(토)] [2017년 3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6]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2월 26일～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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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6일(일)] [2017년 4월 2일(일)] [2017년 4월 9일(일)] [2017년 4월 16일(일)]

[2017년 3월 27일(월)] [2017년 4월 3일(월)] [2017년 4월 10일(월)] [2017년 4월 17일(월)]

[2017년 3월 28일(화)] [2017년 4월 4일(화)] [2017년 4월 11일(화)] [2017년 4월 18일(화)]

[2017년 3월 29일(수)] [2017년 4월 5일(수)] [2017년 4월 12일(수)] [2017년 4월 19일(수)]

[2017년 3월 30일(목)] [2017년 4월 6일(목)] [2017년 4월 13일(목)] [2017년 4월 20일(목)]

[2017년 3월 31일(금)] [2017년 4월 7일(금)] [2017년 4월 14일(금)] [2017년 4월 21일(금)]

[2017년 4월 1일(토)] [2017년 4월 8일(토)] [2017년 4월 15일(토)] [2017년 4월 2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7]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3월 26일～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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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일)] [2017년 4월 30일(일)] [2017년 5월 7일(일)] [2017년 5월 14일(일)]

[2017년 4월 24일(월)] [2017년 5월 1일(월)] [2017년 5월 8일(월)] [2017년 5월 15일(월)]

[2017년 4월 25일(화)] [2017년 5월 2일(화)] [2017년 5월 9일(화)] [2017년 5월 16일(화)]

[2017년 4월 26일(수)] [2017년 5월 3일(수)] [2017년 5월 10일(수)] [2017년 5월 17일(수)]

[2017년 4월 27일(목)] [2017년 5월 4일(목)] [2017년 5월 11일(목)] [2017년 5월 18일(목)]

[2017년 4월 28일(금)] [2017년 5월 5일(금)] [2017년 5월 12일(금)] [2017년 5월 19일(금)]

[2017년 4월 29일(토)] [2017년 5월 6일(토)] [2017년 5월 13일(토)] [2017년 5월 2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8]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4월 23일～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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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1일(일)] [2017년 5월 28일(일)] [2017년 6월 4일(일)] [2017년 6월 11일(일)]

[2017년 5월 22일(월)] [2017년 5월 29일(월)] [2017년 6월 5일(월)] [2017년 6월 12일(월)]

[2017년 5월 23일(화)] [2017년 5월 30일(화)] [2017년 6월 6일(화)] [2017년 6월 13일(화)]

[2017년 5월 24일(수)] [2017년 5월 31일(수)] [2017년 6월 7일(수)] [2017년 6월 14일(수)]

[2017년 5월 25일(목)] [2017년 6월 1일(목)] [2017년 6월 8일(목)] [2017년 6월 15일(목)]

[2017년 5월 26일(금)] [2017년 6월 2일(금)] [2017년 6월 9일(금)] [2017년 6월 16일(금)]

[2017년 5월 27일(토)] [2017년 6월 3일(토)] [2017년 6월 10일(토)] [2017년 6월 1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19]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5월 21일～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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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8일(일)] [2017년 6월 25일(일)] [2017년 7월 2일(화)] [2017년 7월 9일(일)]

[2017년 6월 19일(월)] [2017년 6월 26일(월)] [2017년 7월 3일(월)] [2017년 7월 10일(월)]

[2017년 6월 20일(화)] [2017년 6월 27일(화)] [2017년 7월 4일(화)] [2017년 7월 11일(화)]

[2017년 6월 21일(수)] [2017년 6월 28일(수)] [2017년 7월 5일(수)] [2017년 7월 12일(수)]

[2017년 6월 22일(목)] [2017년 6월 29일(목)] [2017년 7월 6일(목)] [2017년 7월 13일(목)]

[2017년 6월 23일(금)] [2017년 6월 30일(금)] [2017년 7월 7일(금)] [2017년 7월 14일(금)]

[2017년 6월 24일(토)] [2017년 7월 1일(토)] [2017년 7월 8일(토)] [2017년 7월 1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0]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6월 18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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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6일(일)] [2017년 7월 23일(일)] [2017년 7월 30일(일)] [2017년 8월 6일(일)]

[2017년 7월 17일(월)] [2017년 7월 24일(월)] [2017년 7월 31일(월)] [2017년 8월 7일(월)]

[2017년 7월 18일(화)] [2017년 7월 25일(화)] [2017년 8월 1일(화)] [2017년 8월 8일(화)]

[2017년 7월 19일(수)] [2017년 7월 26일(수)] [2017년 8월 2일(수)] [2017년 8월 9일(수)]

[2017년 7월 20일(목)] [2017년 7월 27일(목)] [2017년 8월 3일(목)] [2017년 8월 10일(목)]

[2017년 7월 21일(금)] [2017년 7월 28일(금)] [2017년 8월 4일(금)] [2017년 8월 11일(금)]

[2017년 7월 22일(토)] [2017년 7월 29일(토)] [2017년 8월 5일(토)] [2017년 8월 1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1]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7월 16일～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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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3일(일)] [2017년 8월 20일(일)] [2017년 8월 27일(일)] [2017년 9월 3일(일)]

[2017년 8월 14일(월)] [2017년 8월 21일(월)] [2017년 8월 28일(월)] [2017년 9월 4일(월)]

[2017년 8월 15일(화)] [2017년 8월 22일(화)] [2017년 8월 29일(화)] [2017년 9월 5일(화)]

[2017년 8월 16일(수)] [2017년 8월 23일(수)] [2017년 8월 30일(수)] [2017년 9월 6일(수)]

[2017년 8월 17일(목)] [2017년 8월 24일(목)] [2017년 8월 31일(목)] [2017년 9월 7일(목)]

[2017년 8월 18일(금)] [2017년 8월 25일(금)] [2017년 9월 1일(금)] [2017년 9월 8일(금)]

[2017년 8월 19일(토)] [2017년 8월 26일(토)] [2017년 9월 2일(일)] [2017년 9월 9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2]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8월 13일～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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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0일(일)] [2017년 9월 17일(일)] [2017년 9월 24일(일)] [2017년 10월 1일(일)]

[2017년 9월 11일(월)] [2017년 9월 18일(월)] [2017년 9월 25일(월)] [2017년 10월 2일(월)]

[2017년 9월 12일(화)] [2017년 9월 19일(화)] [2017년 9월 26일(화)] [2017년 10월 3일(화)]

[2017년 9월 13일(수)] [2017년 9월 20일(수)] [2017년 9월 27일(수)] [2017년 10월 4일(수)]

[2017년 9월 14일(목)] [2017년 9월 21일(목)] [2017년 9월 28일(목)] [2017년 10월 5일(목)]

[2017년 9월 15일(금)] [2017년 9월 22일(금)] [2017년 9월 29일(금)] [2017년 10월 6일(금)]

[2017년 9월 16일(토)] [2017년 9월 23일(토)] [2017년 9월 30일(토)] [2017년 10월 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3]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9월 10일～10월 7일)



- 199 -

[2017년 10월 8일(일)] [2017년 10월 15일(일)] [2017년 10월 22일(일)] [2017년 10월 29일(일)]

[2017년 10월 9일(월)] [2017년 10월 16일(월)] [2017년 10월 23일(월)] [2017년 10월 30일(월)]

[2017년 10월 10일(화)] [2017년 10월 17일(화)] [2017년 10월 24일(화)] [2017년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11일(수)] [2017년 10월 18일(수)] [2017년 10월 25일(수)] [2017년 11월 1일(수)]

[2017년 10월 12일(목)] [2017년 10월 19일(목)] [2017년 10월 26일(목)] [2017년 11월 2일(목)]

[2017년 10월 13일(금)] [2017년 10월 20일(금)] [2017년 10월 27일(금)] [2017년 11월 3일(금)]

[2017년 10월 14일(토)] [2017년 10월 21일(토)] [2017년 10월 28일(토)] [2017년 11월 4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4]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0월 8일～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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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5일(일)] [2017년 11월 12일(일)] [2017년 11월 19일(일)] [2017년 11월 26일(일)]

[2017년 11월 6일(월)] [2017년 11월 13일(월)] [2017년 11월 20일(월)] [2017년 11월 27일(월)]

[2017년 11월 7일(화)] [2017년 11월 14일(화)] [2017년 11월 21일(화)] [2017년 11월 28일(화)]

[2017년 11월 8일(수)] [2017년 11월 15일(수)] [2017년 11월 22일(수)] [2017년 11월 29일(수)]

[2017년 11월 9일(목)] [2017년 11월 16일(목)] [2017년 11월 23일(목)] [2017년 11월 30일(목)]

[2017년 11월 10일(금)] [2017년 11월 17일(금)] [2017년 11월 24일(금)] [2017년 12월 1일(금)]

[2017년 11월 11일(토)] [2017년 11월 18일(토)] [2017년 11월 25일(토)] [2017년 12월 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5]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1월 5일～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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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일(일)] [2017년 12월 10일(일)] [2017년 12월 17일(일)] [2017년 12월 24일(일)]

[2017년 12월 4일(월)] [2017년 12월 11일(월)] [2017년 12월 18일(월)] [2017년 12월 25일(월)]

[2017년 12월 5일(화)] [2017년 12월 12일(화)] [2017년 12월 19일(화)] [2017년 12월 26일(화)]

[2017년 12월 6일(수)] [2017년 12월 13일(수)] [2017년 12월 20일(수)] [2017년 12월 27일(수)]

[2017년 12월 7일(목)] [2017년 12월 14일(목)] [2017년 12월 21일(목)] [2017년 12월 28일(목)]

[2017년 12월 8일(금)] [2017년 12월 15일(금)] [2017년 12월 22일(금)] [2017년 12월 29일(금)]

[2017년 12월 9일(토)] [2017년 12월 16일(토)] [2017년 12월 23일(토)] [2017년 12월 3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6] 강변북로 도심방향(북로JC→토평IC) 36.8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2월 3일～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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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

[2017년 1월 1일(일)] [2017년 1월 8일(일)] [2017년 1월 15일(일)] [2017년 1월 22일(일)]

[2017년 1월 2일(월)] [2017년 1월 9일(월)] [2017년 1월 16일(월)] [2017년 1월 23일(월)]

[2017년 1월 3일(화)] [2017년 1월 10일(화)] [2017년 1월 17일(화)] [2017년 1월 24일(화)]

[2017년 1월 4일(수)] [2017년 1월 11일(수)] [2017년 1월 18일(수)] [2017년 1월 25일(수)]

[2017년 1월 5일(목)] [2017년 1월 12일(목)] [2017년 1월 19일(목)] [2017년 1월 26일(목)]

[2017년 1월 6일(금)] [2017년 1월 13일(금)] [2017년 1월 20일(금)] [2017년 1월 27일(금)]

[2017년 1월 7일(토)] [2017년 1월 14일(토)] [2017년 1월 21일(토)] [2017년 1월 28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1일～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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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9일(일)] [2017년 2월 5일(일)] [2017년 2월 12일(일)] [2017년 2월 19일(일)]

[2017년 1월 30일(월)] [2017년 2월 6일(월)] [2017년 2월 13일(월)] [2017년 2월 20일(월)]

[2017년 1월 31일(화)] [2017년 2월 7일(화)] [2017년 2월 14일(화)] [2017년 2월 21일(화)]

[2017년 2월 1일(수)] [2017년 2월 8일(수)] [2017년 2월 15일(수)] [2017년 2월 22일(수)]

[2017년 2월 2일(목)] [2017년 2월 9일(목)] [2017년 2월 16일(목)] [2017년 2월 23일(목)]

[2017년 2월 3일(금)] [2017년 2월 10일(금)] [2017년 2월 17일(금)] [2017년 2월 24일(금)]

[2017년 2월 4일(토)] [2017년 2월 11일(토)] [2017년 2월 18일(토)] [2017년 2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29일～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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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일)] [2017년 3월 5일(일)] [2017년 3월 12일(일)] [2017년 3월 19일(일)]

[2017년 2월 27일(월)] [2017년 3월 6일(월)] [2017년 3월 13일(월)] [2017년 3월 20일(월)]

[2017년 2월 28일(화)] [2017년 3월 7일(화)] [2017년 3월 14일(화)] [2017년 3월 21일(화)]

[2017년 3월 1일(수)] [2017년 3월 8일(수)] [2017년 3월 15일(수)] [2017년 3월 22일(수)]

[2017년 3월 2일(목)] [2017년 3월 9일(목)] [2017년 3월 16일(목)] [2017년 3월 23일(목)]

[2017년 3월 3일(금)] [2017년 3월 10일(금)] [2017년 3월 17일(금)] [2017년 3월 24일(금)]

[2017년 3월 4일(토)] [2017년 3월 11일(토)] [2017년 3월 18일(토)] [2017년 3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2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2월 26일～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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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6일(일)] [2017년 4월 2일(일)] [2017년 4월 9일(일)] [2017년 4월 16일(일)]

[2017년 3월 27일(월)] [2017년 4월 3일(월)] [2017년 4월 10일(월)] [2017년 4월 17일(월)]

[2017년 3월 28일(화)] [2017년 4월 4일(화)] [2017년 4월 11일(화)] [2017년 4월 18일(화)]

[2017년 3월 29일(수)] [2017년 4월 5일(수)] [2017년 4월 12일(수)] [2017년 4월 19일(수)]

[2017년 3월 30일(목)] [2017년 4월 6일(목)] [2017년 4월 13일(목)] [2017년 4월 20일(목)]

[2017년 3월 31일(금)] [2017년 4월 7일(금)] [2017년 4월 14일(금)] [2017년 4월 21일(금)]

[2017년 4월 1일(토)] [2017년 4월 8일(토)] [2017년 4월 15일(토)] [2017년 4월 2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0]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3월 26일～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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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일)] [2017년 4월 30일(일)] [2017년 5월 7일(일)] [2017년 5월 14일(일)]

[2017년 4월 24일(월)] [2017년 5월 1일(월)] [2017년 5월 8일(월)] [2017년 5월 15일(월)]

[2017년 4월 25일(화)] [2017년 5월 2일(화)] [2017년 5월 9일(화)] [2017년 5월 16일(화)]

[2017년 4월 26일(수)] [2017년 5월 3일(수)] [2017년 5월 10일(수)] [2017년 5월 17일(수)]

[2017년 4월 27일(목)] [2017년 5월 4일(목)] [2017년 5월 11일(목)] [2017년 5월 18일(목)]

[2017년 4월 28일(금)] [2017년 5월 5일(금)] [2017년 5월 12일(금)] [2017년 5월 19일(금)]

[2017년 4월 29일(토)] [2017년 5월 6일(토)] [2017년 5월 13일(토)] [2017년 5월 2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1]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4월 23일～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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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1일(일)] [2017년 5월 28일(일)] [2017년 6월 4일(일)] [2017년 6월 11일(일)]

[2017년 5월 22일(월)] [2017년 5월 29일(월)] [2017년 6월 5일(월)] [2017년 6월 12일(월)]

[2017년 5월 23일(화)] [2017년 5월 30일(화)] [2017년 6월 6일(화)] [2017년 6월 13일(화)]

[2017년 5월 24일(수)] [2017년 5월 31일(수)] [2017년 6월 7일(수)] [2017년 6월 14일(수)]

[2017년 5월 25일(목)] [2017년 6월 1일(목)] [2017년 6월 8일(목)] [2017년 6월 15일(목)]

[2017년 5월 26일(금)] [2017년 6월 2일(금)] [2017년 6월 9일(금)] [2017년 6월 16일(금)]

[2017년 5월 27일(토)] [2017년 6월 3일(토)] [2017년 6월 10일(토)] [2017년 6월 1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2]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5월 21일～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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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8일(일)] [2017년 6월 25일(일)] [2017년 7월 2일(화)] [2017년 7월 9일(일)]

[2017년 6월 19일(월)] [2017년 6월 26일(월)] [2017년 7월 3일(월)] [2017년 7월 10일(월)]

[2017년 6월 20일(화)] [2017년 6월 27일(화)] [2017년 7월 4일(화)] [2017년 7월 11일(화)]

[2017년 6월 21일(수)] [2017년 6월 28일(수)] [2017년 7월 5일(수)] [2017년 7월 12일(수)]

[2017년 6월 22일(목)] [2017년 6월 29일(목)] [2017년 7월 6일(목)] [2017년 7월 13일(목)]

[2017년 6월 23일(금)] [2017년 6월 30일(금)] [2017년 7월 7일(금)] [2017년 7월 14일(금)]

[2017년 6월 24일(토)] [2017년 7월 1일(토)] [2017년 7월 8일(토)] [2017년 7월 1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6월 18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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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6일(일)] [2017년 7월 23일(일)] [2017년 7월 30일(일)] [2017년 8월 6일(일)]

[2017년 7월 17일(월)] [2017년 7월 24일(월)] [2017년 7월 31일(월)] [2017년 8월 7일(월)]

[2017년 7월 18일(화)] [2017년 7월 25일(화)] [2017년 8월 1일(화)] [2017년 8월 8일(화)]

[2017년 7월 19일(수)] [2017년 7월 26일(수)] [2017년 8월 2일(수)] [2017년 8월 9일(수)]

[2017년 7월 20일(목)] [2017년 7월 27일(목)] [2017년 8월 3일(목)] [2017년 8월 10일(목)]

[2017년 7월 21일(금)] [2017년 7월 28일(금)] [2017년 8월 4일(금)] [2017년 8월 11일(금)]

[2017년 7월 22일(토)] [2017년 7월 29일(토)] [2017년 8월 5일(토)] [2017년 8월 1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4]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7월 16일～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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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3일(일)] [2017년 8월 20일(일)] [2017년 8월 27일(일)] [2017년 9월 3일(일)]

[2017년 8월 14일(월)] [2017년 8월 21일(월)] [2017년 8월 28일(월)] [2017년 9월 4일(월)]

[2017년 8월 15일(화)] [2017년 8월 22일(화)] [2017년 8월 29일(화)] [2017년 9월 5일(화)]

[2017년 8월 16일(수)] [2017년 8월 23일(수)] [2017년 8월 30일(수)] [2017년 9월 6일(수)]

[2017년 8월 17일(목)] [2017년 8월 24일(목)] [2017년 8월 31일(목)] [2017년 9월 7일(목)]

[2017년 8월 18일(금)] [2017년 8월 25일(금)] [2017년 9월 1일(금)] [2017년 9월 8일(금)]

[2017년 8월 19일(토)] [2017년 8월 26일(토)] [2017년 9월 2일(일)] [2017년 9월 9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5]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8월 13일～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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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0일(일)] [2017년 9월 17일(일)] [2017년 9월 24일(일)] [2017년 10월 1일(일)]

[2017년 9월 11일(월)] [2017년 9월 18일(월)] [2017년 9월 25일(월)] [2017년 10월 2일(월)]

[2017년 9월 12일(화)] [2017년 9월 19일(화)] [2017년 9월 26일(화)] [2017년 10월 3일(화)]

[2017년 9월 13일(수)] [2017년 9월 20일(수)] [2017년 9월 27일(수)] [2017년 10월 4일(수)]

[2017년 9월 14일(목)] [2017년 9월 21일(목)] [2017년 9월 28일(목)] [2017년 10월 5일(목)]

[2017년 9월 15일(금)] [2017년 9월 22일(금)] [2017년 9월 29일(금)] [2017년 10월 6일(금)]

[2017년 9월 16일(토)] [2017년 9월 23일(토)] [2017년 9월 30일(토)] [2017년 10월 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6]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9월 10일～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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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8일(일)] [2017년 10월 15일(일)] [2017년 10월 22일(일)] [2017년 10월 29일(일)]

[2017년 10월 9일(월)] [2017년 10월 16일(월)] [2017년 10월 23일(월)] [2017년 10월 30일(월)]

[2017년 10월 10일(화)] [2017년 10월 17일(화)] [2017년 10월 24일(화)] [2017년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11일(수)] [2017년 10월 18일(수)] [2017년 10월 25일(수)] [2017년 11월 1일(수)]

[2017년 10월 12일(목)] [2017년 10월 19일(목)] [2017년 10월 26일(목)] [2017년 11월 2일(목)]

[2017년 10월 13일(금)] [2017년 10월 20일(금)] [2017년 10월 27일(금)] [2017년 11월 3일(금)]

[2017년 10월 14일(토)] [2017년 10월 21일(토)] [2017년 10월 28일(토)] [2017년 11월 4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7]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0월 8일～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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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5일(일)] [2017년 11월 12일(일)] [2017년 11월 19일(일)] [2017년 11월 26일(일)]

[2017년 11월 6일(월)] [2017년 11월 13일(월)] [2017년 11월 20일(월)] [2017년 11월 27일(월)]

[2017년 11월 7일(화)] [2017년 11월 14일(화)] [2017년 11월 21일(화)] [2017년 11월 28일(화)]

[2017년 11월 8일(수)] [2017년 11월 15일(수)] [2017년 11월 22일(수)] [2017년 11월 29일(수)]

[2017년 11월 9일(목)] [2017년 11월 16일(목)] [2017년 11월 23일(목)] [2017년 11월 30일(목)]

[2017년 11월 10일(금)] [2017년 11월 17일(금)] [2017년 11월 24일(금)] [2017년 12월 1일(금)]

[2017년 11월 11일(토)] [2017년 11월 18일(토)] [2017년 11월 25일(토)] [2017년 12월 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8]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1월 5일～12월 2일)



- 214 -

[2017년 12월 3일(일)] [2017년 12월 10일(일)] [2017년 12월 17일(일)] [2017년 12월 24일(일)]

[2017년 12월 4일(월)] [2017년 12월 11일(월)] [2017년 12월 18일(월)] [2017년 12월 25일(월)]

[2017년 12월 5일(화)] [2017년 12월 12일(화)] [2017년 12월 19일(화)] [2017년 12월 26일(화)]

[2017년 12월 6일(수)] [2017년 12월 13일(수)] [2017년 12월 20일(수)] [2017년 12월 27일(수)]

[2017년 12월 7일(목)] [2017년 12월 14일(목)] [2017년 12월 21일(목)] [2017년 12월 28일(목)]

[2017년 12월 8일(금)] [2017년 12월 15일(금)] [2017년 12월 22일(금)] [2017년 12월 29일(금)]

[2017년 12월 9일(토)] [2017년 12월 16일(토)] [2017년 12월 23일(토)] [2017년 12월 3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3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강일IC→88JC) 39.1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2월 3일～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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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

[2017년 1월 1일(일)] [2017년 1월 8일(일)] [2017년 1월 15일(일)] [2017년 1월 22일(일)]

[2017년 1월 2일(월)] [2017년 1월 9일(월)] [2017년 1월 16일(월)] [2017년 1월 23일(월)]

[2017년 1월 3일(화)] [2017년 1월 10일(화)] [2017년 1월 17일(화)] [2017년 1월 24일(화)]

[2017년 1월 4일(수)] [2017년 1월 11일(수)] [2017년 1월 18일(수)] [2017년 1월 25일(수)]

[2017년 1월 5일(목)] [2017년 1월 12일(목)] [2017년 1월 19일(목)] [2017년 1월 26일(목)]

[2017년 1월 6일(금)] [2017년 1월 13일(금)] [2017년 1월 20일(금)] [2017년 1월 27일(금)]

[2017년 1월 7일(토)] [2017년 1월 14일(토)] [2017년 1월 21일(토)] [2017년 1월 28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0]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1일～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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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9일(일)] [2017년 2월 5일(일)] [2017년 2월 12일(일)] [2017년 2월 19일(일)]

[2017년 1월 30일(월)] [2017년 2월 6일(월)] [2017년 2월 13일(월)] [2017년 2월 20일(월)]

[2017년 1월 31일(화)] [2017년 2월 7일(화)] [2017년 2월 14일(화)] [2017년 2월 21일(화)]

[2017년 2월 1일(수)] [2017년 2월 8일(수)] [2017년 2월 15일(수)] [2017년 2월 22일(수)]

[2017년 2월 2일(목)] [2017년 2월 9일(목)] [2017년 2월 16일(목)] [2017년 2월 23일(목)]

[2017년 2월 3일(금)] [2017년 2월 10일(금)] [2017년 2월 17일(금)] [2017년 2월 24일(금)]

[2017년 2월 4일(토)] [2017년 2월 11일(토)] [2017년 2월 18일(토)] [2017년 2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1]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월 29일～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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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일)] [2017년 3월 5일(일)] [2017년 3월 12일(일)] [2017년 3월 19일(일)]

[2017년 2월 27일(월)] [2017년 3월 6일(월)] [2017년 3월 13일(월)] [2017년 3월 20일(월)]

[2017년 2월 28일(화)] [2017년 3월 7일(화)] [2017년 3월 14일(화)] [2017년 3월 21일(화)]

[2017년 3월 1일(수)] [2017년 3월 8일(수)] [2017년 3월 15일(수)] [2017년 3월 22일(수)]

[2017년 3월 2일(목)] [2017년 3월 9일(목)] [2017년 3월 16일(목)] [2017년 3월 23일(목)]

[2017년 3월 3일(금)] [2017년 3월 10일(금)] [2017년 3월 17일(금)] [2017년 3월 24일(금)]

[2017년 3월 4일(토)] [2017년 3월 11일(토)] [2017년 3월 18일(토)] [2017년 3월 2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2]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2월 26일～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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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6일(일)] [2017년 4월 2일(일)] [2017년 4월 9일(일)] [2017년 4월 16일(일)]

[2017년 3월 27일(월)] [2017년 4월 3일(월)] [2017년 4월 10일(월)] [2017년 4월 17일(월)]

[2017년 3월 28일(화)] [2017년 4월 4일(화)] [2017년 4월 11일(화)] [2017년 4월 18일(화)]

[2017년 3월 29일(수)] [2017년 4월 5일(수)] [2017년 4월 12일(수)] [2017년 4월 19일(수)]

[2017년 3월 30일(목)] [2017년 4월 6일(목)] [2017년 4월 13일(목)] [2017년 4월 20일(목)]

[2017년 3월 31일(금)] [2017년 4월 7일(금)] [2017년 4월 14일(금)] [2017년 4월 21일(금)]

[2017년 4월 1일(토)] [2017년 4월 8일(토)] [2017년 4월 15일(토)] [2017년 4월 2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3]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3월 26일～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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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일)] [2017년 4월 30일(일)] [2017년 5월 7일(일)] [2017년 5월 14일(일)]

[2017년 4월 24일(월)] [2017년 5월 1일(월)] [2017년 5월 8일(월)] [2017년 5월 15일(월)]

[2017년 4월 25일(화)] [2017년 5월 2일(화)] [2017년 5월 9일(화)] [2017년 5월 16일(화)]

[2017년 4월 26일(수)] [2017년 5월 3일(수)] [2017년 5월 10일(수)] [2017년 5월 17일(수)]

[2017년 4월 27일(목)] [2017년 5월 4일(목)] [2017년 5월 11일(목)] [2017년 5월 18일(목)]

[2017년 4월 28일(금)] [2017년 5월 5일(금)] [2017년 5월 12일(금)] [2017년 5월 19일(금)]

[2017년 4월 29일(토)] [2017년 5월 6일(토)] [2017년 5월 13일(토)] [2017년 5월 2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4]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4월 23일～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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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1일(일)] [2017년 5월 28일(일)] [2017년 6월 4일(일)] [2017년 6월 11일(일)]

[2017년 5월 22일(월)] [2017년 5월 29일(월)] [2017년 6월 5일(월)] [2017년 6월 12일(월)]

[2017년 5월 23일(화)] [2017년 5월 30일(화)] [2017년 6월 6일(화)] [2017년 6월 13일(화)]

[2017년 5월 24일(수)] [2017년 5월 31일(수)] [2017년 6월 7일(수)] [2017년 6월 14일(수)]

[2017년 5월 25일(목)] [2017년 6월 1일(목)] [2017년 6월 8일(목)] [2017년 6월 15일(목)]

[2017년 5월 26일(금)] [2017년 6월 2일(금)] [2017년 6월 9일(금)] [2017년 6월 16일(금)]

[2017년 5월 27일(토)] [2017년 6월 3일(토)] [2017년 6월 10일(토)] [2017년 6월 1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5]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5월 21일～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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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8일(일)] [2017년 6월 25일(일)] [2017년 7월 2일(화)] [2017년 7월 9일(일)]

[2017년 6월 19일(월)] [2017년 6월 26일(월)] [2017년 7월 3일(월)] [2017년 7월 10일(월)]

[2017년 6월 20일(화)] [2017년 6월 27일(화)] [2017년 7월 4일(화)] [2017년 7월 11일(화)]

[2017년 6월 21일(수)] [2017년 6월 28일(수)] [2017년 7월 5일(수)] [2017년 7월 12일(수)]

[2017년 6월 22일(목)] [2017년 6월 29일(목)] [2017년 7월 6일(목)] [2017년 7월 13일(목)]

[2017년 6월 23일(금)] [2017년 6월 30일(금)] [2017년 7월 7일(금)] [2017년 7월 14일(금)]

[2017년 6월 24일(토)] [2017년 7월 1일(토)] [2017년 7월 8일(토)] [2017년 7월 15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6]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6월 18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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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6일(일)] [2017년 7월 23일(일)] [2017년 7월 30일(일)] [2017년 8월 6일(일)]

[2017년 7월 17일(월)] [2017년 7월 24일(월)] [2017년 7월 31일(월)] [2017년 8월 7일(월)]

[2017년 7월 18일(화)] [2017년 7월 25일(화)] [2017년 8월 1일(화)] [2017년 8월 8일(화)]

[2017년 7월 19일(수)] [2017년 7월 26일(수)] [2017년 8월 2일(수)] [2017년 8월 9일(수)]

[2017년 7월 20일(목)] [2017년 7월 27일(목)] [2017년 8월 3일(목)] [2017년 8월 10일(목)]

[2017년 7월 21일(금)] [2017년 7월 28일(금)] [2017년 8월 4일(금)] [2017년 8월 11일(금)]

[2017년 7월 22일(토)] [2017년 7월 29일(토)] [2017년 8월 5일(토)] [2017년 8월 1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7]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7월 16일～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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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3일(일)] [2017년 8월 20일(일)] [2017년 8월 27일(일)] [2017년 9월 3일(일)]

[2017년 8월 14일(월)] [2017년 8월 21일(월)] [2017년 8월 28일(월)] [2017년 9월 4일(월)]

[2017년 8월 15일(화)] [2017년 8월 22일(화)] [2017년 8월 29일(화)] [2017년 9월 5일(화)]

[2017년 8월 16일(수)] [2017년 8월 23일(수)] [2017년 8월 30일(수)] [2017년 9월 6일(수)]

[2017년 8월 17일(목)] [2017년 8월 24일(목)] [2017년 8월 31일(목)] [2017년 9월 7일(목)]

[2017년 8월 18일(금)] [2017년 8월 25일(금)] [2017년 9월 1일(금)] [2017년 9월 8일(금)]

[2017년 8월 19일(토)] [2017년 8월 26일(토)] [2017년 9월 2일(일)] [2017년 9월 9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8]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8월 13일～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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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0일(일)] [2017년 9월 17일(일)] [2017년 9월 24일(일)] [2017년 10월 1일(일)]

[2017년 9월 11일(월)] [2017년 9월 18일(월)] [2017년 9월 25일(월)] [2017년 10월 2일(월)]

[2017년 9월 12일(화)] [2017년 9월 19일(화)] [2017년 9월 26일(화)] [2017년 10월 3일(화)]

[2017년 9월 13일(수)] [2017년 9월 20일(수)] [2017년 9월 27일(수)] [2017년 10월 4일(수)]

[2017년 9월 14일(목)] [2017년 9월 21일(목)] [2017년 9월 28일(목)] [2017년 10월 5일(목)]

[2017년 9월 15일(금)] [2017년 9월 22일(금)] [2017년 9월 29일(금)] [2017년 10월 6일(금)]

[2017년 9월 16일(토)] [2017년 9월 23일(토)] [2017년 9월 30일(토)] [2017년 10월 7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49]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9월 10일～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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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8일(일)] [2017년 10월 15일(일)] [2017년 10월 22일(일)] [2017년 10월 29일(일)]

[2017년 10월 9일(월)] [2017년 10월 16일(월)] [2017년 10월 23일(월)] [2017년 10월 30일(월)]

[2017년 10월 10일(화)] [2017년 10월 17일(화)] [2017년 10월 24일(화)] [2017년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11일(수)] [2017년 10월 18일(수)] [2017년 10월 25일(수)] [2017년 11월 1일(수)]

[2017년 10월 12일(목)] [2017년 10월 19일(목)] [2017년 10월 26일(목)] [2017년 11월 2일(목)]

[2017년 10월 13일(금)] [2017년 10월 20일(금)] [2017년 10월 27일(금)] [2017년 11월 3일(금)]

[2017년 10월 14일(토)] [2017년 10월 21일(토)] [2017년 10월 28일(토)] [2017년 11월 4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50]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0월 8일～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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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5일(일)] [2017년 11월 12일(일)] [2017년 11월 19일(일)] [2017년 11월 26일(일)]

[2017년 11월 6일(월)] [2017년 11월 13일(월)] [2017년 11월 20일(월)] [2017년 11월 27일(월)]

[2017년 11월 7일(화)] [2017년 11월 14일(화)] [2017년 11월 21일(화)] [2017년 11월 28일(화)]

[2017년 11월 8일(수)] [2017년 11월 15일(수)] [2017년 11월 22일(수)] [2017년 11월 29일(수)]

[2017년 11월 9일(목)] [2017년 11월 16일(목)] [2017년 11월 23일(목)] [2017년 11월 30일(목)]

[2017년 11월 10일(금)] [2017년 11월 17일(금)] [2017년 11월 24일(금)] [2017년 12월 1일(금)]

[2017년 11월 11일(토)] [2017년 11월 18일(토)] [2017년 11월 25일(토)] [2017년 12월 2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51]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1월 5일～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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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일(일)] [2017년 12월 10일(일)] [2017년 12월 17일(일)] [2017년 12월 24일(일)]

[2017년 12월 4일(월)] [2017년 12월 11일(월)] [2017년 12월 18일(월)] [2017년 12월 25일(월)]

[2017년 12월 5일(화)] [2017년 12월 12일(화)] [2017년 12월 19일(화)] [2017년 12월 26일(화)]

[2017년 12월 6일(수)] [2017년 12월 13일(수)] [2017년 12월 20일(수)] [2017년 12월 27일(수)]

[2017년 12월 7일(목)] [2017년 12월 14일(목)] [2017년 12월 21일(목)] [2017년 12월 28일(목)]

[2017년 12월 8일(금)] [2017년 12월 15일(금)] [2017년 12월 22일(금)] [2017년 12월 29일(금)]

[2017년 12월 9일(토)] [2017년 12월 16일(토)] [2017년 12월 23일(토)] [2017년 12월 30일(토)]

주: 1) ‘⌧’ 표시된 날짜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을 의미함.

주: 2) SK Tmap(2018)의「내비게이션 데이터」(내부자료)와 교통방송(2018)의「제보

데이터」(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

[부그림 52] 올림픽대로 도심방향(88JC→강일IC) 38.5km 구간에 대한

평의 속도전이도 (2017년 12월 3일～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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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temporal effects of speed

transition on accidents likelihood

Park, Kyungu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ffic accidents happen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among human

factors, vehicle factors and road or environment factor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accident prediction models (APMs), which

form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accidents likelihood,

focusing on road or environment factors. They found that annually

average daily traffic (AADT), geometric design of roads, speed limit,

etc. could have effects on accidents likelihood. These factors are hard

to be changed during short period. To put it differently, previous

studies developed APMs with aggregating data more than one hour.

As we enter the era of big data, researchers get an opportunity to

develop APMs with aggregating data less than one hour. According

to the analysis for big data collected from Gangbyeon-bukro and

Olymipic-daero, which are the main arterial roads of Seoul, it is

found that 56% of all accidents occurred on those roads during 2017

is due to the traffic congestion and speed transition of traff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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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ult suggests that traffic congestion and speed transition have

much to do with accidents likeliho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accident prediction

model using five-minute aggregating speed and accident data. To

analyze the spatial-temporal effects of speed transition on accidents

likelihood, ‘speed transition diagrams’ (STDs) are made. STDs are

defined as the two dimensional space with a time axis and a space

axis and show the speed transition pattern of free flow and the

hot-spot of traffic accidents.

This research carries out two analysis using STDs. First of all, the

inference to compare the mean speeds of two populations is

performed. More specifically, it is examined how the forming or

disappearing speed and the types of queues could affect the accidents

likelihood. To look into this effects, in the case of existence of

queues, the forming or disappearing speed of queues with accidents is

compared to the forming or disappearing speed of queues without

accidents. As a result of the test, the speed of forming or

disappearing speed of queues with accidents is faster than that of

forming or disappearing speed of queues without accidents.

In addition,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developed to

form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transition of traffic flow

and accidents likelihood.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estimate that

model are used to consider various relationships among the speed of

the analyzed link and those of adjacent links. The model us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not treated as moving window

method (MWM) are reveale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it

is demonstrate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treated as

MWM could improve the goodness of fit of the binary logistics

regression model. MWM makes the speed transition among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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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er and tempers the randomness of accidents. According to the

model estimation, it is showed that the speed transition during 20

minutes before an accident occurrence has to do with accidents

likelihood. Also, it is revealed that the speed transition between the

analyzed link and two upstream and two downstream links could

increase the accidents likelihood.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the groundwork of

forecasting traffic accidents. In the accidents forecast based on the

hot-spo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time-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So the nondiscriminato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accidents which happened on a certain link

in the past is provided to all drivers passing that link. If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likelihood of accidents on hot-spot by time,

drivers will be provided with discriminatory information such as the

temporal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s. Beside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to identify another cause of accidents and

prevent them from happening. The speed transition of traffic flow

cause accidents. This means that the management of traffic flow

speed could reduce the likelihood of accidents.

keywords : Free Flow, Speed Transition Diagram, Queue, Speed

Variation, Accident Likelihood, Moving Windo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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