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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fety of the driver is very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traffic safety because the 

human factor makes the biggest contribution to the traffic accident compared with the road 

environment factor and the vehicle-related factor. In particular, commercial vehicles such as 

route buses are used by many passengers and operate throughout the day, so the responsibility 

and risk for the safety of the driver are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the safety performance 

function was developed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the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was predicted in order to investigate how much the driver’s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orking hours affected the bus traffic accident as a human factor. The final safety 

performance function consists of the fleet size using exposure variable, the number of drivers 

per vehicle, and monthly salary. Using the safety performance function, the level of service of 

safety (LOSS) for each bus company was evaluated in four levels (LOSS A through D). As the

safety levels deteriorated to LOSS D, the average number of accidents and the standard 

deviation also increased. Also,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OSS between the semi-public 

operation system and private operation system. The LOSS A to B was high in the semi-public 

operation system, and the proportion of LOSS D was high in the private operation system. As a 

result of applying the service evaluation score of the city bus in Gyeonggi-do to the bus 

company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service evaluation score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safety grade of the bus company. The number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s per 100km 

based on digital tachograph (DTG) was applied to the safety level of the semi-public operation 

system (Seoul City) and the private operation system (Gyeonggi-do). In both cases, the number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s increased as the levels were worse, and the number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s per levels was higher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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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도로환경요인이나 차량요인에 비해서 인적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

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

단은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하루 종일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 운행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 가운데 운전자의 근로여건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버스 안전도 분명히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음이항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한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

고 근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예측하였다. 전국의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버스공제조합의 지난 3년

간 버스 교통사고 자료와 2017년의 버스회사별 경영 및 노무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도비 검정 통계량

이 유의하게 나타나 과분산으로 판정되었고,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총이탈도가 1에 가깝고, AIC 및 BIC값도 낮게 

나타나 음이항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최종 안전성능함수는 보유대수를 노출변수로 선정하였고, 대당운전자수와 

월급여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설명력은 부족했지만 근무형태와 월근로시간도 대당운전자수와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사고 예측모형으로 구축된 안전성능함수

를 이용하여 버스회사별 안전등급을 4단계(A-D등급)로 설정하였다. 안전등급이 D로 나빠질수록 평균 사고건수와 

표준편차가 증가하였다. 또한 준공영제와 민영제 간 안전등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준공영제에서는 A-B등급이, 

민영제에서는 D등급 버스회사의 비중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버스회사 간 안전성의 차이가 해당 버스회사의 서

비스평가 점수와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내 ‘100km당 위험행동건수’ 차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업체 규모별로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기 때

문에, 근로여건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버스 교통사고, 운전자, 음이항 회귀분석, 안전등급, 근로여건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6,166명에서 2017년 4,185명으로 연평균 3.8% 감소

하였으나,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연평균 0.2%와 -0.4%로 큰 변화가 없었다(National Police Agency, 2018). 

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면, 2015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1명(35개국 중 31위)으로 OECD 평

균 5.6명에 비해 약 1.6배 높았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역시 1.9명(35개국 중 32위)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약 1.7배 높아,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안전 수준이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Koroad, 

2017).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2017년 동안 연평균 2.8% 감소하는데 그쳐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감소율

이 저조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5년 동안 사망자수는 119-149명 수준으로 정체 중이다(National Police Agency, 

2018).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단순한 이론교육에 의지하는 기존 교통사고 예방대책보다는 노

선버스의 특성과 현실을 이해하고 교통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

한 업체별, 운전자별로 교통사고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선버스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도로교통시스템은 도로 및 교통상태와 같은 환경요소, 운전자 및 보행자와 같은 도로사용자요소, 차량요소 등 3요

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도로교통시스템의 고장을 가져오고 

이는 곧 교통사고로 이어진다(Do et al., 2013). 영국과 미국의 교통사고 심층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적요인만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7-65%, 인적요인과 환경요인이 결합되어 84-91%가 발생하며, 차량요인까지 고려했을 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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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고 기여도가 94-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mar, 1985). 이처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선버스는 1대의 버스를 1명 내지는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하루 종일 운행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해 운행

거리가 매우 길다. 따라서 사고 위험도 그 만큼 높아져 운전자의 역할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수요가 감소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요금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운

행비용의 40-5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을 줄이게 되고, 운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저임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버스 운전자들은 긴 근로시간에 따른 과로운전으로 사고위험이 커지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왔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버스업종의 특성상 장시간 운전은 사고위험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

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운전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으로 제한되었고, 2019년 7월 1일부터

는 업체 규모에 따른 단계별 시행으로 최대 52시간까지 단축된다. 이에 실제로 근로시간을 포함한 운전자의 근로여

건이 버스 교통사고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등 버스회사의 경영 및 노무 현황과 버스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포아송 회

귀분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한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를 개발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예측하였다. 또한 최종 SPF를 바탕으로 버스회사별 안전등급(Level of Service of Safety, LOSS)을 산출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버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버스안전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의 버스 

교통사고, 2017년의 버스회사별 경영 및 노무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1. 교통사고�예측모형

교통사고 예측모형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과거에는 단순 회귀모형 등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analysis) 및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을 많이 사용한다. 포아송 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는 특정시간 또는 구간

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의 발생횟수를 측정하는 확률분포이다(Lee and Kim, 2011). 포아송 분포를 사

용하려면 교통사고의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만족해야한다. 음이항 회귀분석은 과분산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서 포아송 회귀분석에 오차항()을 추가한 것이다. SPF는 위의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활용여부에 따

라 단순 안전성능함수(simple SPF), 통합 안전성능함수(inclusive SPF)로 교통사고를 예측한다(Park, 2019;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4).

Seong(2002)은 1996-1998년까지 3년간 미국 미시간주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와 교

통량 및 도로조건을 이용하여 음이항 회귀분포 기반 비선형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클로버 ‧ 다이아몬드 

인터체인지를 대상으로 연결로 교통량, 트럭비율, 길이가 공통변수로, 다이아몬드형은 직결연결로 길이, 본선 어깨

폭이 추가 독립변수로 채택되었다.

Lee et al.(2003)은 도로 계획단계 수집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도시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

로 특성별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2001-2002년까지 2년간 호남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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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교차로 수, 교통량, 중앙분리대의 유 ‧ 무, 횡단신호등 수, 연결로 수, IC밀도 및 차로 수이다. 

다중회귀분석의 stepwise 방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횡단신호등, 교차로 수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예측

한 결과,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량이 교통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로 도로에서는 횡단

신호등과 교차로 수, 4차로 도로 중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경우는 교차로 수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Lim(2015)은 2008-2010년까지 3년간 지방부 일반국도 4차로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중상 이상 교통사고건수를 

대상으로 확률모수를 이용한 교통사고건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미국 도로안전편람에서 제시한 도로안전성 

분석 적용 결과 확률모수로 유의한 변수는 구간길이, 길어깨, 차로폭, 종단경사 설계기준 불만족 변수 등 4개로 나타

났다. 모형의 검증결과 우도비와 평균예측편의(Mean Prediction Bias, MPB), 평균절대이탈도(Mean Absolute 

Deviation, MAD) 모두 기존의 음이항 회귀분석보다 설명력이 우수하였다. 앞서 모형개발에서 범위화된 계수를 적

용한 도로조건과 같이, SPF와 사고보정계수(Crash Modification Factor, CMF)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

과, 고정모수 음이항 회귀분석에서 ‘안전’이라고 나왔던 구간이 ‘위험’으로 바뀐 경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확률모수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도로안전성을 분석하면 현실의 사고발생 요인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Lu et al.(2013)은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성이 높은 위치 검증을 위하여 safety analyst의 단순 안전성능함수와 교

통환경특성 및 기하구조 자료를 활용한 통합 안전성능함수를 비교하였다. 2007-2010년까지 4년간 미국 플로리다 

주의 도시부 4차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합 안전성능함수의 설명변수로는 교통량, 

차로폭, 중앙 간격, 길어깨 폭, 길어깨 유형, 제한속도, 트럭 비율 등을 활용하였다. 단순 안전성능함수의 독립변수는 

교통량 만을 활용하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예측모형 구축에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합 

안전성능함수와 단순 안전성능함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예측력 비교에는 MAD와 평균제곱예측오차(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MSPE)를 이용하였다. 선정 결과, 두 모형 모두 교통사고 발생건수 예측과 network 

screening에 있어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Shankar et al.(1995)은 미국 시애틀 도시고속도로 48km 구간에서 교통사고에 환경요소 및 도로 기하구조가 미

치는 영향을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산정하였다. 독립변수로 곡선구간의 수, 최소곡선반경, 최대경사 등의 기하구조 

요소가 채택되었다.

Bauer and Harwood(1997)은 1993-1995년까지 3년간 미국 워싱턴 주의 200개 연결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기하구조 요소 간 관계에 대해서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독립변수는 교통량, 연결

로의 형식, 가감속차로 길이, 연결로 길이, 유출입여부가 채택되었다.

2. 운수회사�안전관리�연구

Jeong(2013)은 차량 및 운전자 관리요인에 기반한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차량 보유대수 20대 이상의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2009-2010년까지 2년간 사고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독립변수는 차

량요인(운행대수), 운전자요인(퇴직자수, 운전정밀미수검자수, 면허취소자수, 면허정지자수)을 선정하였다. 교통

사고 발생건수 히스토그램이 실제 포아송분포와 큰 차이를 보여 음이항 회귀분석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는 운행대

수, 퇴직자수, 면허취소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행대수 1대 증가 시 교통사고는 0.4% 증

가하고, 퇴직자수 1명 증가 시 교통사고는 0.1% 증가하며, 면허취소자수 1명 증가 시 교통사고는 8.3%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Kim(2015)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실제 운행기록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 사고발생 예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판별

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간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사고발생 운전자와 사고 미발생 운전자 분류 모형 개발을 위해서 

2014년 1월-2014년 6월까지 6개월간 서울, 경기,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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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운전자와 사고 미발생 운전자, 독립변수는 6개 가속도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모형개발 결과 판

별분석(62.8%)보다 로지스틱회귀분석(76.7%)시 사고발생 운전자의 분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감속 및 우

측방향 작용 가속도를 최적 변수로 선정하였다.

Rim(2016)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운수종사자와 운수회사의 특성을 내생변수로 하고 운행습관과 교통사고를 

외생변수로 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한 85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2013년 

3월까지 30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변수들은 운수종사자 특성(관련경력 근속년수, 운

수종사자 해당업체 평균 근무월수), 운수회사 특성(입사자 비율, 퇴사자 비율), 위험운행 습관(진로변경 건수, 회전 

건수, 앞지르기 건수), 교통사고 요인(경상자수, 중상자수)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업종은 운수종사자의 경력과 해

당업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진로를 변경하는 운행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6)은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업종별 버스 교통사고의 상해정도(사망, 중상, 경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과 도로 ‧ 환경적 요인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전국의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2011-2013년까지 3년

간 버스 교통사고를 활용하였다. 분류분석 결과 모든 업종에서 사망 및 중상사고는 탑승유형 중 보행이나 기타(자전

거, 이륜차, 경운기)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결과 시내버스 중상사고는 차내 승객이 다치는 

중대법규위반, 농어촌버스는 차내 승객이 다치는 차량단독 및 차대사람 사고, 시외버스는 차내 승객 및 타차 탑승자

가 다치는 고속도로 사고유형의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8)은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산시 시내버스 업체별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부

산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2013-2015년까지 3년간 버스 교통사고 자료와 2015년 부산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 중 자료 취득이 용이한 서비스평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교통사고 예측모형 구축결과 유의미한 변

수는 운행기록계, 차량 내외부 관리실태로 나타났다. 운행기록계 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전자의 위험운전행

동을 집중관리하고, 하차문 센서, 안내방송장치, 손잡이, 비상망치 등 차량 내외부 안전시설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부산시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시사점

과거 운수회사 안전관리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적 요인(운전자) 관리와 관

련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인건비가 교통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별 운전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여건 

변화가 교통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운전자�근로여건�및�버스�교통사고�현황

운전자 근로실태는 Table 1과 같이 버스 운전자 수급현황, 근무형태, 근로일수, 근로시간, 월급여에 대해 업종별

로 알아보았다. 시내버스를 운영체계별로 구분해보면 대부분 특 ‧ 광역시는 준공영제, 도 지역은 민영제로 운영 중에 

있다. 대당 운전자수는 준공영제가 2.3명/대, 민영제는 1.7명/대로 나타났다. 근무형태(shift)는 준공영제에서 1일 2

교대(double-shift)가 97.5%, 민영제에서는 기타(격일제, 복격일제 등)가 85.9%를 차지하였다. 월급여는 준공영제

가 369만 원, 민영제가 335만원이지만 민영제의 근로시간을 준공영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296만 원으로 차이가 

더 커진다. 근로시간은 준공영제에서 50.3시간, 민영제에서 57.0시간으로 차이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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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orking conditions of bus drivers

Types
City bus

Rural town 
bus

Intercity bus
Grand
mean

Semipublic 
system

Private 
system

Nonstop ‧ 

regular
Express

No. of drivers (person/vehicle) 2.30 1.71 1.36 1.36 1.48 1.81

Shift
Double-shift (%) 97.5 14.1 0.0 0.0 0.0 45.0
Others (%) 2.5 85.9 100.0 100.0 100.0 55.0

Monthly wage (10,000won) 369 335 307 354 403 354

Working hours (hours) 50.3 57.0 60.3 60.9 53.5 54.8
note: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18.

업종별, 운영체계별로 버스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본 이유는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 활용되는 근로여건이 업종별, 

운영체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2와 같이 운영체

계별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살펴 본 결과, 2003년 대비 2017년에 준공영제는 민영제에 비해 100대당 발생건수, 100

대당 사망자수, 100대당 부상자수가 각각 11.9%p, 22.7%p, 15.5%p 더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Table 2. Reduction effects of bus traffic accidents by bus operation types

Types
No. of bus traffic accidents No. of bus accidents per 100 buses

Semipublic system Private system Semipublic system Private system

Year 
2003

No. of accidents (No.) 4,786 3,314 30.2 24.4
No. of deaths (persons) 89 85 0.56 0.63

No. of wounded (persons) 7,593 5,353 47.9 39.4

Year 
2017

No. of accidents (No.) 2,276 2,742 14.5 14.6
No. of deaths (persons) 25 60 0.16 0.32

No. of wounded (persons) 3,169 4,264 20.2 22.7

Growth 
rate

No. of accidents (%) -52.4 -17.3 -52.0 -40.1
No. of deaths (%) -71.9 -29.4 -71.6 -48.9

No. of wounded (%) -58.3 -20.3 -57.9 -42.4

note: National Police Agency, 2004, 2018; Korea Bus Transport Companies Association, 2004, 2018.

버스�교통사고�예측모형�개발

1. 분석�범위�및�변수�선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 전국의 노선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의 근로여건과 교통사고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반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와 민영

제 간 근로여건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305개 업체 중 결측치를 제

외한 293개 업체와 모형에 적용한 195개 업체의 사고건수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토그램 비교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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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equency of accidents after removing outliers (N=293) (b) Frequency of accidents used in model (N=195)

Figure 1. Number of accidents histogram (National Bus Mutual-aid Association, 2015-2017)

버스 교통사고 예측과 관련한 설명변수는 관련 문헌 고찰 등을 통해 인적요인(버스 운전자)을 고려하였다. 도로

환경요인과 차량요인은 관련 문헌 고찰의 Jeong(2013), Kim(2015) 등에서 빈번하게 적용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운

전자의 근로시간, 월급여, 근무형태와 같은 조건들이 교통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을 구

축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이며, 독립변수로는 보유대수, 근무형태, 대당운전자

수, 월근로시간, 월급여를 선정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 model

Types Independent variables

No. of buses No. of buses by companies

Shift Double-shift (1), Others (0)
No. of drivers per a bus No. of drivers per a bus by companies

Monthly working hours Monthly working hours by companies

Monthly wage in 10,000won Monthly wage in 10,000won by companies

사고모형 개발을 위해 선정된 6개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분형 더미변수인 근무형태와 

다른 연속형 변수들 간에는 양류상관계수를, 연속형 변수들 간에는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대당운전자수와 근무형태의 상관계수가 0.751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당운전자수와 

월근로시간의 상관계수는 -0.55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사고건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보유대수로 0.51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Types
No. of 

accidents
No. of buses Shift

No. of drivers 
per a bus

Monthly 
working hours 

Monthly 
wage

No. of accidents 1.000 0.511** -0.251** -0.313** 0.153* -0.179*

No. of buses - 1.000 -0.081 -0.192** 0.119 0.132

Shift - - 1.000 0.751** -0.436** 0.447**
No. of drivers per a bus - - - 1.000 -0.555** 0.282**

Monthly working hours - - - - 1.000 -0.166*

Monthly wage - - - - - 1.000
note: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significant in 0.05 (both side).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significant in 0.01 (both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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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고예측 모형 구축 전에 독립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중공선성 분석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다. 통계적으로 볼 때 분산확

대지수가 10 이하이면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Kang and Kim, 2013). 분석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데이터의 모든 변수에서 분산확대지수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독립변수 간의 상관 정도가 낮아 교통사고 예측모형 구축 시 부정적 영

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ulti-collinearity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VIF

No. of buses 1.081
Shift 2.670

No. of drivers per a bus 2.784

Monthly working hours 1.447
Monthly wage in 10,000won 1.300

2. 분석�방법론�설정

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지만, 종속변수가 교통사고인 경우 빈도로 표시되고 왼쪽

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종속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없고, 포아송 회귀분석이

나 음이항 회귀분석과 같은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s, GLM)을 이용한다(Lee, 2016). 본 연구의 

교통사고 분포도 정규분포가 아닌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이기 때문에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통사

고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SPF 개발을 통한 버스 교통사고 예측을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각각 Type 1과 Type 2 모

형식으로 나누어 구축하였다. Type 1 모형식은 모든 독립변수가 Exponential 함수의 지수 형태로 Equation 1과 같

고, Type 2 모형식은 독립변수 중 보유대수를 로그-변환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Exponential 함수의 지수 형태

로 Equation 2와 같다.


   








 (1)


  



×






 (2)

여기서, 
 : Type 1 모형의 교통사고 예측건수


 : Type 2 모형의 교통사고 예측건수

: 보유대수

∼: 기타 독립변수

 : 회귀계수

이들 모형의 과분산 검정을 수행 결과에 따라서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과분산이 아니면 포아송 회귀분석을 적

용하게 되며, 과분산이면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그리고 Type별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여 설명력이 우수한 

Type의 모형식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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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측모형 구축시 유의미한 변수 선정을 위해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설명력이 낮은 변수들을 제거하

였다. 최종 모형식은 잔차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버스 교통사고 예측모형 구축은 통계분석프로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하였다.

3. 교통사고�예측모형�개발

포아송 분포는 분산과 평균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이 가능하다. 만약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분산 현상을 

보이면 포아송 회귀분석 적용 시 모형 추정치의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다. 과분산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였고, 총 이탈도(diviance/df),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설명력이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모형식 Type에 대하여 각각 포아

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구축하였다.

Type 1 모형식은 모든 독립변수가 Exponential 함수의 지수 형태이다. Type 1의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

분석에 대한 비교 결과 포아송 회귀분석에서 과분산 및 과산포가 발생하였다. 음이항 회귀분석의 경우 총 이탈도가 

작고, AIC, BIC 값이 포아송 회귀분석에 비해 설명력이 좋아 우수한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Type 2 모형식은 독립변수 중 보유대수를 로그-변환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Exponential 함수의 지수 형태

이다. Type 2의 포아송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에 대한 비교결과는 Table 6과 같다. Type 1과 마찬가지로 과분

산 검정을 위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 LR 값은 5785.6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과분산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변수들의 표준오차(SE)는 포아송 회귀분석이 음이항 회귀분석에 비해 작아 과산포 문제가 발생하였다. 총 

이탈도는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1.073으로 나타나, 4보다 작고 1에 가까워 데이터가 음이항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이항 회귀분석은 AIC와 BIC가 각각 2169.395과 2192.305로, 포아송 회귀분석의 결과보다 

작아 우수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Table 6. Poiss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he Type 2 model

Types
Poisson regression mod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β SE p β SE p

Constant 2.411 0.1353 0.000 1.925 0.9289 0.038

No. of buses 0.032 0.0194 0.097 0.943 0.1127 0.000

Shift 0.936 0.0181 0.000 -0.001 0.1135 0.996
No. of drivers per a bus -0.266 0.0269 0.000 -0.182 0.1664 0.273

Monthly working hours -0.001 0.0003 0.004 0.002 0.0020 0.431

Monthly wage -0.003 0.0001 0.000 -0.003 0.0008 0.000
Negative binomial - - - 0.228 0.0231 -

Log Likelihood -3970.540 -1077.697

AIC 7953.080 2169.395
BIC 7972.718 2192.305

diviance/df 35.177 1.073

LR test 5785.69 (p<.001)

앞서 Type별로 포아송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비교한 결과 모두 음이항 회귀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음이항 회귀분석 중 Type 1과 Type 2 모형식 비교결과 독립변수 중 보유대수를 노출변수로 로그변환 한 Type 2 모형

식이 Type 1 모형식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ype별 적합도 검정에서 선정된 Type 2 모형식의 음이항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5개인 완전모형(full model)이다. 이 모형식에서 후진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method)1)을 

1) 후진제거법은�모든�독립변수들이�한꺼번에�들어가서�각�단계에서�종속변수에�대한�설명력이�낮은�순서로�제거하는�방법이다. 제거기준은� F값이나� p-value로�하며, 

기준에�달하는�변수가�더�이상�없으면�종료된다(L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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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축소모형(reduced model)을 도출할 수 있다. 축소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결성 원칙 때문이다. 통계분

석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수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최상의 효과를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Lee, 2016).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p-value를 기준으로 설명력이 낮은 변수들을 순서대로 제거하여 축소모형을 구축하였다. 

축소모형의 총 이탈도는 1.062로 완전모형의 1.073보다 1에 더 가까워 축소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소모형은 AIC와 BIC가 각각 2166.015와 2182.380으로, 완전모형보다 작아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기존 5개의 변수 중 근무형태와 월근로시간은 유의성이 낮아 축소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변수 통계

분석의 상관분석 결과,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된 대당운전자수와 제외된 근무형태 및 월근로시간 간의 상관

도가 각각 0.751, -0.55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당운전자수가 높아질수록 근무형태는 1일2교대이고, 월근

로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모형에서의 직접적인 유의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무형태와 월근로시간은 어

느 정도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ype 2 음이항 회귀분석의 완전모형과 축소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he Type 2 models

Types

Type 2 model with 
all independent variables

Type 2 model with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β SE p β SE p

Constant 1.925 0.9289 0.038 2.406 0.5946 0.000

No. of buses 0.943 0.1127 0.000 0.937 0.1125 0.000

Shift -0.001 0.1135 0.996 - - -
No. of drivers per a bus -0.182 0.1664 0.273 -0.232 0.1105 0.035

Monthly working hours 0.002 0.0020 0.431 - - -

Monthly wage -0.003 0.0008 0.000 -0.003 0.0008 0.000
Negative binomial 0.228 0.0231 - 0.229 0.0232 -

Log Likelihood -1077.697 -1078.008

AIC 2169.395 2166.015
BIC 2192.305 2182.380

diviance/df 1.073 1.062

최종 선정된 Type 2 모형식의 음이항 회귀분석 축소모형에서, 독립변수 중 보유대수(p<.001), 월급여(p<.001)와 

대당운전자수(p=.035 <.05)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

귀분석을 적용한 Type 2 모형식을 이용하여 버스회사 교통사고 발생건수 예측 성능함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Equation 3과 같다.


  

×




 (3)

여기서, 
 : Type 2 음이항 회귀분석의 추정 교통사고 발생건수

: 보유대수

: 대당운전자수

: 월급여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대당운전자수와 월급여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변수의 구체적인 변화 추정량을 살펴보면, 보유대수()를 로그변환 했기 때문에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

고 발생건수의 증가율이 높았다가 점차 0에 수렴한다. 반면에 대당운전자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7 No.4 August 2019332

•Article• Study on Development of Bus Traffic Accident Prediction Models and Safety Rating according to Driver’s Working Conditions

건수는 exp(-0.232)=0.793으로 약 20.7% 감소하게 된다. 월급여()는 1만 원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건수

는 exp(-0.003)=0.997로 0.3% 감소한다.

보유대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간 관계는 Figure 2와 같다. 예측 사고건수는 실선으로, 실제 사고건수는 점으로 분

포되어 있다. 예측 사고건수와 실제 사고건수 사이엔 긍정적인 연관성이 관찰된다. 전체 잔차에 대한 잔차도(residual 

plot)는 Figure 3과 같다. 잔차들이 0을 중심으로 상하로 무작위 분포하기 때문에 등분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 Number of bus traffic accidents by No. of buses

Figure 3. Residual plot between actual and predicted number of bus traffic accidents

버스회사�안전등급�평가�방법�개발

1. 평가�개요�및�방법론

앞서 구축한 버스 교통사고 예측모형 기반 안전성능함수(SPF)를 이용하여 버스회사별 사고건수를 예측하였다. 

사고 예측에서 더 나아가 안전등급(Level of Service of Safety, LOSS)을 개발하였다. 이는 안전성능함수를 계층화

하여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Kononov and Allery, 2004). 본 연구에서는 도로 안정성 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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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버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버스회사의 안전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특히 낮은 등급에 해

당하는 버스회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버스회사 안전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측 사고건수와 SPF의 과분산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이후 표준편차에 다양한 계수를 적용하여 최적 계수를 산정하게 된다. 안전등급의 경계선은 예상 평균인 SPF의 위와 

아래쪽에 최적 계수를 적용한 표준편차에 의해 정한다. 그리하여 안전성능함수로 그려진 평균경계선과 이를 기준으

로 위아래 경계선까지 3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A-D등급까지 4개의 등급이 생성된다. LOSS A는 안전관리가 잘 

되어 사고감소 여력이 낮은 반면, LOSS D로 갈수록 사고감소 여력이 높다(Kononov and Allery, 2015). 안전등급

별 평가내용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Evaluation contents by LOSS

Types Evaluation contents

LOSS A Low potential for crash reduction

LOSS B Low to moderate potential for crash reduction
LOSS C Moderate to high potential for crash reduction

LOSS D High potential for crash reduction

2. 계수�산정

최적 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편차에 계수 0.5, 0.75, 1.0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등급별 분포가 가

장 균등하게 이루어진 계수 0.75가 선정되었다. 안전등급별 계층화에 대한 개념도는 Figure 4와 같다.

Figure 4. Concept of LOSS rating

3. 버스회사�안전등급�평가

계수 0.75로 계층화 한 버스회사 안전등급 산출 결과 Figure 5와 같다. 준공영제에서는 LOSS A-B 비중이 높았

고, 민영제에서는 LOSS D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각 등급별 평균 사고건수는 Figure 6과 같이 LOSS A가 70.4건, 

LOSS B가 115.3건, LOSS C가 171.0건, LOSS D가 247.1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안전등급이 D로 나빠질수

록 사고건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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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the LOSS of semi-public and private bus systems

Figure 6. Average of bus traffic accidents by safety levels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회사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서비스평가(대

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등의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Gyeonggi Province, 2018). 본 연구에서의 버스회사 간 안전성의 차이가 경기도

의 해당 버스회사 간 서비스평가점수 차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2017년 경기도 시내버스 서

비스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여 본 연구의 LOSS에 적용한 결과 D등급으로 나빠질수록 전체 서비스평가 점수도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지수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차내 서비스조사, 운행횟수 준수율 

항목들도 본 연구의 LOSS가 나빠질수록 점수가 낮았다. 이는 Figure 7과 같다.

Figure 7. Service evaluation results by the safety levels in Gyeonggi provice (Gyeonggi Provi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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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분석시스템(Digital Tachograph Analysis System, eTAS)은 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해 사업용자동차 운전

자의 급제동, 급출발 등 난폭운전 습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13). 앞선 경기도 서비스평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의 버스회사 

간 안전성의 차이가 해당 버스회사의 위험행동건수 차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준공영제인 

서울시와 민영제인 경기도의 버스회사 LOSS 산출 결과에 ‘100km당 위험행동건수’를 적용한 결과, Figure 8과 같이 

대체적으로 LOSS가 나빠질수록 위험행동건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로 같은 LOSS에서는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의 위험행동건수가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 LOSS가 D인 버스회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8. Number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s per 100km by bus systems and LOS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17)

결론�및�향후�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적요인 중 하나인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버스 교통사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SPF를 구축하고 버스 교통사고를 예측하였다. 두 가지 회귀분석

의 예측 성능을 우도비 검정 통계량으로 비교한 결과 과분산 현상을 보였고, 총 이탈도, 로그우도, AIC, BIC 등의 결

과값도 음이항 회귀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대수를 노출계수로 활용한 Type 2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SPF를 후진제거법으로 축소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버스 교통

사고 예측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는 보유대수, 대당운전자수, 월급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예측모형으로 

구축된 SPF의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계수 조정을 통해 등급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버스회사별 LOSS를 

A-D까지 4단계로 평가한 결과 LOSS가 나빠질수록 평균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영제와 

민영제에서 LOSS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준공영제에서는 LOSS A와 B가, 민영제에서는 LOSS D인 버스회사

의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의 서비스평가 결과를 LOSS에 적용한 결과, D등급으로 나빠질수록 서비스평가 점수도 낮

았다. 또한 서비스평가 세부항목인 차내 서비스조사, 운행횟수 준수율도 LOSS가 나빠질수록 점수가 낮았다. 운행

기록분석시스템 내 ‘100km당 위험행동건수’를 준공영제(서울시)와 민영제(경기도)의 LOSS에 적용한 결과, 두 운

영체계 모두 LOSS가 나쁠수록 위험행동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급별 위험행동건수 평균은 서울시

보다 경기도가 높았으며, 위험수준은 서울시가 대체로 보통 또는 양호한 반면 경기도는 주의나 위험인 버스회사가 

많았다.

보통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산출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적용하여 모형을 개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PF를 이용하여 버스회사별 사고건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LOSS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일명 보유대수와 같은 노출계수(exposure)를 포함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으로 

모형식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 도로안전편람(Highway Safety Manual, HSM)에서 교통량, 구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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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기본 SPF를 개발하고, 디테일하게는 CMF로 보완하는 것과 동일한 이

유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근로여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변수들만으로 구성된 간결한 SPF를 개발하고 이 SPF

를 이용하여 예측된 교통사고 건수를 이용하여 등급을 나누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운전자 근로여건 현황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운행기록계의 위험운전행동, 연속휴게

시간 등의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 구축방법을 이용하여 택시와 화물업종에서

도 근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타 산업분야에서도 근로여건에 따른 성

과모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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