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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safety effectiveness of speed limit reduction on urban roads by 

estimating crash modification factors (CMF) using observational before and after methods. For 

the analysis, the study applied three methods: (1) Naive before-after method, (2) Comparison 

group (CG) method, (3) Empirical bayes (EB) method, proposed by the Highway Safety 

Manual (HSM). Observational before-after studies are well known approaches for evaluating 

safety impact (i.e., CMF) of roadway treatments and policies. The CMFs were calculated for 

speed limit reduction on urban roadways in Daegu Metropolitan City. Crash data and traffic 

volume data from 2012 to 2017 were collected for this study. In general, the results show that 

speed limit reduction on urban roads has positive effectiveness in terms of crash reduction and

road safety.

Keywords: crash modification factor (CMF), empirical bayes, highway safety manual (HSM), 
observational before-after study, 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 speed limit

초록

본 연구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

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후 사고 건수 기반의 안전성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Highway Safety Manual (HSM)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후 비교분석 방법론 중 (1) 단순 비교방법(Naive before-after method),

(2) 비교그룹 방법(Comparison group method, CG), (3) 경험적 베이즈 방법(Empirical bayes

method, EB) 3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5030 속도 하향 사업 정책의 시

범운영이 시행된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사고를 시행 시점 전

후 1년으로 구분하여 CMF를 산출하였다. 특히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s, 

SPF) 개발을 통해 도로의 사고 발생 핵심 Exposure를 고려한 안전성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은 사고감소 등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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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될 속도 하향 정책 확대에 유의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나아가 운영 효율성, 환경성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정책확대를 위한 전략수립 및 시행 사

후평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사고수정계수(CMF), 경험적 베이즈 방법론, 도로안전편람(HSM), 관측적 사전사후 분석 방법론, 안전성능

함수(SPF), 제한속도 하향

서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행

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자가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진국에서는 이용자 안

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에서는 별도의 표지를 통

해 30km/h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더욱 확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다면 60km/h가 기본 설정이며 OECD 국가 중에서 이 정도 수준

의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국내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사

망자 수는 3.5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1.1명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이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 중이며 현재 시범사업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와 단체에서는 교통혼잡을 주된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안전성, 운영 효율성 관

점에서 속도 하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원활한 정책 활성화 및 확대적용을 위한 효과평가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한

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성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고찰

1. 사고수정계수(Crash modification factors, CMF)

사고수정계수(Crash modifacation factors, CMF)는 도로에 특정 조치사항이 적용된 이후 사고통계에 있어 예상

되는 변화를 설명하는 계수로 국내에는 사고수정계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관측적 사전사

후 비교분석 방법론(Observational before-after study)은 도로의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Hauer, 1997). 국내외에서 다양한 도로의 사고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조치를 평가

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CMF 산출을 통해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Srinivasan et 

al.(2012)은 캐나다 토론토와 온타리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12곳 교차로를 대상으로 좌회전 충돌을 감소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방법의 CMF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정확한 안전성 효과평가를 위해서는 CMF의 평균값의 따라 

산출된 전통적인 표준오차 기반의 신뢰구간 설정에서 나아가 신뢰구간 설정을 통해 CMF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

한 분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Elvik(2009)은 CMF를 개발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해 설명하기 위

해 도로안전 개선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functions를 개발하였다. Park et al.(2015b)은 지방 다차로 구간을 대상으

로 다양한 안전개선 조치의 동시 적용에 따른 CMF의 비교와 통합 방법론에 관해 연구하였다. Park et al.(2015a)은 

자전거 도로의 도입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측적 사전사후 비교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로조건

에 따른 안전성능을 설명할 수 있는 CMFunctions를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개발한 CMFunctions이 도로의 다양한 

변수변화에 따른 안전성 개선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Raihan et al.(2019)는 영과잉 음이항 모형 

기반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다양한 도로구간 특성 및 교차로 시설 유형의 CMF를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중앙부의 

차선폭, 제한속도, 잔디는 사고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 et al.(2019)은 사고빈도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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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간 시간 간격 기반의 Joint modeling 방법론을 통해 CMF를 산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Joint 

modeling 기법을 통해 산출한 CMF는 더 큰 표준오차를 갖지만, 그 값이 실제 효과를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Yoon et al.(2017)은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시설물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도시부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비교그룹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시설물의 안전성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2. 제한속도�하향사업의�안전성�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내 도시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제한속도의 하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으로 확대되어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 기준이 시속 50km/h 이내로 하향되었다. 이번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는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 60km/h가 기본 제한속도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속도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Rosen and Sander(2009)는 주행속도와 보행자 사망자 수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자동차 주행속도별 보행자 사망

률을 제시하였는데,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할 경우 보행자 사망위험은 약 19%에서 8%로 전체 

기준 약 58%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2017)에 따르면 헝가리에서

는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했을 경우 18.2%의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호주에서 같은 속도기준으로 하향한 결과 전체 사고가 25.3% 감소하고 부상자 수가 22.3%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Parker(1997)의 연구에서는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제한속도가 높으면 사망 또

는 부상사고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Hauer(2009)는 속도와 사고율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속도가 느리거나 높으면 

사고율이 증가하고 부상사고와 물피사고의 경우는 통행속도가 증가했을 때 큰 폭의 증가가 있다고 하였다. Lim and 

Choi(2018)은 부산시 간선도로 29개 구간을 대상으로 최고속도 제한의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하향 전후의 1-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망자 수에서 36.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yed and Sacchi(2016)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지방부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 상향에 

따른 안전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보였던 것과 달리 지역 간 거리가 먼 북미지역의 경

우 지방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안전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속도제한 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통계적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ummary of the effects of impact speed & lowering speed limit in other literatures

Literature Type Country Results

Rosen and Sander(2009) Pedestrian accident Germany Impact speed 60km/h→50km/h,
Pedestrian fatality risk decreased by 19%→8%

Elvik(2009) Pedestrian accident U.S. Impact speed 60km/h→50km/h,
Probability of fatal injury decreased by 20%→10%

ITF(2017) Urban area Hungary Lowering speed limit 60km/h→50km/h,
The number of fatal decreased by 18.2%

Austrailia Lowering speed limit 60km/h→50km/h,
The total number of crashes decreased by 25.3%
The number of injured person decreased by 25.3%

Motorway Denmark Raising the highest speed limit (110km/h→130km/h),
The number of crashes significantly increased

Urban area Canada Lowering speed limit 80km/h→60km/h,
The number of injury crashes decreased by 28%

Lim and Choi(2018) Urban area Korea Lowering speed limit (10-20km/h),
The number of fatal crashes decreased by 36.73%

Sayed and Sacchi(2016) Rural highway Canada Raising the highest speed limit,
The number of serious crashes increased by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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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국내외에서 수행된 제한속도 하향 사업의 안전

성 개선 효과는 긍정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적용한 우수한 

방법론 고찰결과를 토대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평가를 수행하여 도시부 속도 하향 사업의 시행 타당성을 입

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방법론을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는 분석 지역과 자료 수집 방법

을 설명한다. 이어서 속도 하향 사업 안전성 효과평가 전후 분석결과 및 토의내용,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지자체 중 5030 속도 하향 정책사업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이 적용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1) 시범사업 후 1년 이상의 경과 기간이 충분하게 지나 통계분석을 위한 누적 사고 건수가 충분한지, 2) 지자체에

서 분석에 활용 가능한 교통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지자체인 대구광역시를 

분석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의 누적 사고 건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통해 수집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통량 정보는 대구광역시 교통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연도

별 교통조사자료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속도 하향 사업이 시행된 20개 구간을 시행그룹

(Treated group)으로 선정하였다. 이 20개 구간의 사고 건수 전후 결과를 토대로 Naive before-after method를 적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비교그룹(Comparison group)으로는 속도 하향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행된 

20개 구간과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교통량, 기하 구조 등이 비슷한 구간을 검토하였다. 특히 비교구간은 대상구

간의 사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사고 건수가 큰 구간으로 선정해야 하며 또한 직접적인 비교가 수행되기 때문

에 사고 발생 추이가 비슷한 구간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과거 사고자료로 산정할 수 있는 odds ratio의 표본평균은 

1에 근접하고 분산은 작은 구간을 비교그룹 구간을 선정하였다(Park, 2015). 그렇게 시행그룹 20개의 구간과 유사

한 구간을 카카오 지도(kakaomap)의 로드뷰 시스템 및 대구시 교통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3개 이상

의 비교 적합구간을 보유하고 있는 시행그룹 중 7개의 구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비교될 비교그룹

(Comparison group)은 총 33개이다.

이어서 Empirical bayes method 적용을 위해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을 선정하였다. 참조그룹은 안전성능함

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그룹이다. 지역 교통문화, 구간 교통량, 안전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한 사고예측모형 

개발에 포함되는 구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그룹(Treated group) 및 비교그룹(Comparison group)을 포함한 

대구 시내의 70개 구간을 참조그룹(Reference group)으로 선정하였다. 구분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for treated and non treated sites

Variable name Definition Mean S.D. Min Max Total

Crash frequency in before period
Treated group Number of crashes 18.15 21.42 1 75  363

Non treated group Number of crashes 30.20 21.71 2 93 1510

Crash frequency in after period
Treated group Number of crashes 15.30 18.95 2 66  306

Non treated group Number of crashes 28.26 19.41 3 84 1413

연구방법론

미국의 도로안전편람(HSM)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의 안전성 평가 방법론은 크게 관측적 사전사후 비교분석 

방법론(Observational before-after study)와 횡단면 평가 방법론(Cross-sectional stud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속도 하향 시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관측적 사전사후 

비교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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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s, SPF)

안전성능함수는 일반적으로 사고 건수를 교통량 및 기하학적 요소 변수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사고 건수 예측 모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도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SPF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

분산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음이항 모형(Negative Binomial, NB; Poisson-Gamma)이 일반적으로 안전성

능함수 개발에 활용된다. 해당 지점(또는 구간)의 사고빈도를 참조그룹의 교통량과 사고빈도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전성능함수는 크게 Full SPF와 Simple SPF로 구분할 수 있다. Full SPF는 사고빈도를 교통량뿐만 아니라 도

로 기하 구조적 특성을 변수로 설정하여 상세한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Simple SPF는 연간 평균 일일 교통량(AADT)

과 같은 기초 교통량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개발한다. Highway Safety Manual (HSM)에서는 Simple SPF를 기

반으로 한 CMF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의 다양한 기하 구

조 특성을 변수화한 데이터 구축이 불가하여, Simple SPF만을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NB 모형 기반의 SPF의 

형태는 Equation 1과 같다.

  exp⋯  (1)

여기서, : 해당 구간(지점)의 사고예측건수

: 변수 k에 대한 계수

: 구간 i의 일일 평균 교통량

: 구간 i의 길이

: 구간 i의 도로특성

2. 관측적�사전사후�비교분석�방법론(Observational before-after study)

미국 도로안전편람(HSM)에 따르면 관측적 사전사후 방법론은 크게 3가지로 1) 단순 전후비교 방법(Naive 

before-after method), 2) 비교그룹 방법(Comparison group, CG), 3) 경험적 베이즈 방법(Empirical bayes, EB) 

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3가지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단순�전후비교�방법(Naive before-after method)

가장 간단하게 전후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론은 전후 기간 동안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소, 기타 설명

할 수 없는 변수의 감소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to-the-mean) 편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초데이터

를 통한 1차 분석이 일반적으로 수행되며 산출방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는 CMF 수

식은 Equation 2와 같다.

 







 (2)

여기서, 
: 속도하향이 시행되기 전 대상지역의 사고건수


: 속도하향이 시행된 후 대상지역의 사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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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그룹�방법(Comparison group method, CG)

미국 도로안전편람(HSM)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서 실제 안전조치가 적용된 구간의 자료만으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기에 표본 수가 부족할 경우, 유사한 교통량 및 교통환경을 가진 구간을 비교그룹(Comparison 

Group, CG)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분석 방법이다. 먼저 물리적으로 교통유발 환경이 비슷한 대상 구간을 찾고, 

Equation 3을 통해 사고 건수의 추이가 비슷한 구간을 선정한다.

  












× 

 ×

 (3)

여기서, : 속도하향이 적용되기 전 적용 대상지역(TG)의 관측 사고건수

: 속도하향이 적용된 후 적용 대상지역(TG)의 관측 사고건수

: 속도하향이 적용되기 전 적용 비교지역(CG)의 관측 사고건수

: 속도하향이 적용된 후 적용 대상지역(CG)의 관측 사고건수

이렇게 선정된 비교그룹은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구간이며 이 그룹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적용된 시점 전후

의 사고 건수를 비교하여 Comparison Ratio (CR)를 산출한다. 이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자연 사고감소율을 반영하

기 위함이며, 실제 안전조치가 적용된 그룹을 대상으로 CR값을 활용하면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기대 

사고 건수(exp)를 산출할 수 있다(Equation 4).

exp  ×  (4)

 



exp



exp


exp



 (5)

여기서, exp: 속도하향이 적용된 후 적용 대상지역의 사고건수

exp: 속도하향이 적용된 후 적용 대상지역의 사고건수의 분산

3) 경험적�베이즈�방법(Empirical bayes method, EB)

위에서 제시한 비교그룹 방법(CG)의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간이 비교그룹으로 선정되어 통계적 기법을 활

용하여 비교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해당 방법론은 교통공학적 관점에서 교통사고

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교통량 및 기타 요인을 기대 사고 건수 산출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도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험적 베이즈 방법(EB)은 교통량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기반의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s, SPF)를 개발하여 사고 건수를 예측하고 이를 실제 적용된 

이후의 사고 건수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

에서는 도로의 교통량, 구간길이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Simple SPF를 개발하였으며 기하 구조적 요인 등 

기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한 Full SPF는 자료수집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하지 않았다. 음이항 회귀모형 

기반의 SPF를 통해 산출된 기대 사고 건수(exp)와 과분산계수()를 구하는 수식은 Equations 6, 7,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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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6)

 


 


 (7)




 ln


 (8)

여기서, exp: 안전조치가 적용된 구간에서의 기대 사고건수

: 안전성능함수로 산출한 예측 사고건수

: 과분산계수(over-dispersion parameter)

: 구간 길이(Length)

: 과분산계수 결정에 필요한 회귀계수

속도하향�안전성�분석결과

1. 단순�비교방법�및�비교그룹�방법(CG) 분석�결과

실제 속도하향 사업이 적용된 구간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구간은 19개 구간으로, 단순 사고 건수 기반의 비교 방

법론을 적용하여 전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단순 비교방법이 갖는 한계인 평균으로의 회귀 문제와 시간적 흐

름에 따른 자연적 사고 감소 및 기타 영향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그룹 방법(CG)을 통

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각 방법론을 적용한 대구지역 구간의 사고 통계량은 Tables 3, 4와 같다.

Table 3. Statistics for naive method

Segment name
Length
(km)

Crashes Lower posted 
speed

Effective 
dateBefore After

Suseongmot-gil (Doosan 5way st.-Suseong hotel) 0.57 12 4 60→50km/h 12.12.30

Suseong-ro (Dong-Seong elementary school) 0.35 8 12 60→50km/h 13.4.30

Jisan-ro (Jisanyeongnam mention-Muhak 3way st.) 0.47 6 12 60→50km/h 16.2.16
Padong-ro (Suseongmot 5way st.-Gachang south intersection) 2.6 25 22 60→50km/h 16.4.14

Muhak-ro (Doosan 5way st. east-Muhak intersection) 2 16 11 60→50km/h 15.5.9

Seonwon-ro (Seonwon park-Igok intersection) 0.25 2 2 60→50km/h 16.3.15
Daemyeongcheon-ro (Hyundai Beakjo apt-Duribong intersection) 2.72 51 35 60→50km/h 16.9.05

Seongdang-ro (Duribong intersection-Duryugongwon intersection) 1.08 18 8 60→50km/h 16.12.01

Ayang-ro (Ipseok elementary school) 0.23 21 11 60→50km/h 15.2.28
Jangdeung-ro (Cheonggu 3way st.-Sincheondong 79-1) 0.95 15 15 60→50km/h 15.7.30

Biseul-ro (Hwawon 3way st.-Dalseong middle school) 0.3 2 5 60→50km/h 13.4.30

Nongong-ro (Namdong elementary school-Saint Joseph hospital) 0.9 1 2 60→50km/h 15.2.25
Biseul-ro (Okpo Nonghyup-Bolli intersection) 0.4 5 4 60→50km/h 15.4.20

Myeongcheon-ro (Daegok station intersection-Prison south east) 1.1 8 6 60→50km/h 16.4.14

Joam-ro (Wolseong intersection-Starbucks intersection) 0.46 10 16 60→50km/h 13.6.01
Icheon-ro (Gyodong intersection-Bongsan 6way st.) 1.11 75 65 60→50km/h 16.6.30

Hyeonchung-ro (Hyeonchung 3way st.-Gyemyeong intersection) 2.69 68 66 60→50km/h 16.6.30

Dongam-ro (Hamji park 3way st.-Guam 3way st.) 0.29 9 5 60→50km/h 16.5.30
Hakjeong-ro (Guam middle school-Hamji high school 3way st.) 0.41 6 2 60→50km/h 16.5.30

Total 18.88 35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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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s for CG method

Segment name
Length
(km)

Adt 
(veh/24h)

Before 
crashes

After 
crashes

Number of 
segment

Before 
crashes

After 
crashes

Treated group Comparison group

Suseongmot-gil (Doosan 5way st.-Suseong hotel) 0.57 16752 12 4  3 43 31

Muhak-ro (Doosan 5way st. east-Muhak intersection) 2 23480 16 11  6 170 128
Icheon-ro (Gyodong intersection-Bongsan 6way st.) 1.11 28300.5 75 65  6 177 158

Suseong-ro (Dong-Seong elementary school) 0.35 34302 8 12  5 165 171

Hakjeong-ro 
(Guam middle school-Hamji high school 3way st.)

0.41 40025.7 6 2  5 202 175

Seongdang-ro 
(Duribong intersection-Duryugongwon intersection)

1.08 57501 18 8  5 248 242

Padong-ro 
(Suseongmot 5way st.-Gachang south intersection)

2.6 80620 25 22  3 57 61

분석을 통해 산출한 CMF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 비교방법을 통해 산출한 속도 하향 사업의 

CMF는 0.8407 (CI 0.7152-0.9728**)로 나타났으며 CG를 통해 산출한 CMF는 0.8451 (CI 0.6910-0.9991*)로 

나타났다. 이는 속도 하향 사업으로 인해 적용했을 경우 약 16%의 사고 건수 감소가 기대된다는 것을 말한다.

Table 5. Evaluated CMF by before-after with naive & cg method

Calculation method Comparison ratio (CR) CMF Var (CMF) Standard error (SE) Confidence interval

Naive before-after - 0.8440 0.0043 0.0657** 0.7152-0.9728

Before-after with CG 0.9096 0.8451 0.0114 0.107* 0.6910-0.9991
*significant at a 85% confidence level.
**significant at a 90% confidence level.
***significant at a 95% confidence level.

2. 경험적�베이즈�방법(EB) 분석�결과

경험적 베이즈 방법론 기반의 전후 사고분석을 위해 사고예측 건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70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참조그룹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고예측모형인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기반의 안전

성능함수(SPF)를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을 위해 SAS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2009)의 GENMOD procedure

를 활용하였으며 모형의 세부 내용은 Tables 6, 7에 정리하였다.

Table 6. Daegu SPF for urban arterials

Coefficient

Dispersion (k)

Goodness of fit

α
Intercept

Estimate (P-value)

β1

Ln (ADT)
Estimate (P-value)

β2

Segment length
Estimate (P-value)

Deviance AIC

-1.1001 (0.3622) 0.3608 (0.0021) 0.6564 (<.0001) 0.4427 72.4356 562.1083

Table 7. Observed and predicted crashes of treated group

Treated group
Observed crash frequency Predicted crash frequency

Before After Before After
Crash frequency 363 306 610.9079 571.6641

note: Predicted after=before*0.9358 (time-trend calibr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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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그룹은 전체 70개 구간이며 전체 분석구간의 총 연장은 58.99km이다. 전체 사고 건수는 시행 전 1,776건, 시

행 후 1,816건이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음이항 기반의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였다. SPF는 구간길이와 AADT를 독

립변수로 설정한 Simple SPF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SPF에서 시행 후 교통량을 입력하여 예측 사고 건수를 도출하였

고, 위의 방법론에서 제시한 CMF 산출식을 바탕으로 지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Before-after with EB method

를 통해 산출한 CMF는 0.8837 (CI 0.7726-0.9948**)로 약 11%의 사고감소를 통한 안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Evaluated CMF by before-after with eb method

Calculation method
Time-trend 

calibration factor
w CMF Var (CMF) Standard error (SE) Confidence interval

Before-after with EB 0.9358 0.0244 0.8837 0.0046 0.0678** 0.7726-0.9948

**significant at a 90% confidence level.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미국 도로안전편람(HSM)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측적 사전사후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도시부 도로

에 적용된 속도 하향 시범사업의 안전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안전성 효과평가를 위한 지표로 CMF를 산출하였으며 

단순 비교방법(Naive before-after method), 비교그룹 방법(Before-after with Comparison group method), 경험

적 베이즈 방법(Before-after with Empirical bayes method, EB)을 적용하여 해당 지표를 산출하였다. 해당 방법론

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통계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등 도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자료의 수집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 속도 하향 사업이 적용된 지자체이자 교통량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했

던 대구광역시를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구지역에 적용된 도시부 속도 하향 사업 구간

과 유사한 비교그룹, 참조그룹을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론으로 알려진 Naive 

before-after method를 통해 분석한 결과 CMF는 0.8407로 약 16%의 사고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서두의 방법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Naive method는 평균으로의 회귀, 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감소 등 일반적인 

Exposure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어서 수행한 

CG method를 통해 산출한 CMF는 0.8451로 앞서 수행한 Naive method의 0.840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해

석해보면 비교그룹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내에서 해당 분석 기간 동안 자연적인 사고감소 또는 기타 교통 문화적 관

점에서의 사고감소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EB method를 통해 산출한 CMF는 0.8837

로 나타났다. 약 11%의 사고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뢰구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 22%

의 안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내 70개 구간을 토대로 개발된 SPF를 통해 예측 사고 건수를 도

출하였기 때문에 교통량, 구간길이 등 일반적인 교통특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앞서 수행한 2가지 방법론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론이기에(Park, 2015) 속도 하향 사업은 약 11%의 사고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속도 하향 사업은 현재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정책적,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의 안전성,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보행자 사고의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들은 교통운영자의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안전성 관점에서 도시부 도로에 제한속도 하향이 적용되었을 경우 사고감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

시하였다. 해당 연구를 발전시키고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보행자 사고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심각도의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연구가 필요하

다. 속도에 따른 사고 심각도의 감소를 입증한 연구는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보행자 사고 심각도의 개선된 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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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현재 시범사업이 수행 중인 여수, 춘천 등 다양한 지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하여 시, 군, 구 지자체에서도 제한속도 하향이 갖는 안전성 관점에서의 큰 개선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고빈도 관점에서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감소 효과가 적거나 크게 나

타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통행 시간, 교통량 등 운영 효율성의 관점, 대기오염 및 소음 등 환경성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다양화는 5030 속도하향 정책의 확대를 위한 전략수

립 및 시행 사후평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속도 하향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방법

론 적용에 있어 교통량과 구간길이만을 변수로 활용하여 다양한 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정확한 

효과분석을 위해 향후에는 다양한 도로 특성 변수를 수집하여 사고 건수 예측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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