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40 No.2 April 2022190

ARTICLE

데이터마이닝�기반의�사고심각도�가중치�적용�

예측변수를�활용한�교차로�사고예측모형�개발

손승오1
･박준영2*

1한양대학교�스마트시티공학과�박사과정, 2한양대학교�교통 ‧ 물류공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조교수

Assessment of Crash Prediction Models for 

Intersections with Severity Weight Parameters 

Using Data Science Approaches

SON, Seung-oh1
･ PARK, Juneyoung2*

1Ph.D. Student, Smart Cit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nsan 15588, Korea
2Assistant Professor, Transportation & Logistics Engineering and Smart City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nsan 15588, Korea

*Corresponding author: juneyoung@hanyang.ac.kr

Abstract

In this study, crash prediction models for urban intersections were developed using an index

as dependent variables reflecting the crash severity weight from data mining technique. In 

general, the crash prediction model is also called 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 and is a 

regression model with the number of crashes aggregated in the sections or intersections to be 

analyzed as dependent variables. However, the number of crashes is simply the counted fre-

quency of crashes, and the data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ash severity factors.

In this study, the crash severity analysis were conducted on crashes that occurred at urban inter-

sections. In addition, the crash prediction models were developed using the crash score index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severity analysis as a dependent variable. Random forest (RF) and 

Extreme boosting (XGB)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intersection crash severity, and NB, 

Com-poisson, and XGB regression tree model were developed for crash prediction models. 

Finally, the index reflecting the RF and XGB weight results showed the best predictive perfor-

mance. Since the proposed dependent variable reflects the results of crash severity analysis as 

well as excellent predictive performance, important implications based on severity factors can 

be presented. Th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safety evaluation and policy 

design of individual intersections.

Keywords: crash prediction model, crash severity analysis,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random forest, 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

초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도출한 사고심각도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 사고건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도심부 교차로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고예측모형

(Crash prediction model)은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s)로도 불리며, 분석 

대상인 구간 또는 교차로에서 집계된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고건수는 단순히 집계된 사고의 빈도이며 사고심각도 및 사고의 특성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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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국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심각도 분석을 수행하여 심각한 사고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정량화하였으며, 이를 사고건수에 반영한 가중치 적용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교차로 사고심각도 분석에는 Random forest(RF)와 Extreme gradient boosting(XGB) 방법

론이 활용되었으며, 사고예측모형은 NB, Com-poisson, 그리고 XGB 회귀트리가 활용되었다. 최종적으로 RF와 

XGB 가중치 결과가 반영된 지표가 예측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종속변수는 우수한 예측성능 

뿐만 아니라 사고심각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도 요인 기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개별 교차로의 안전성 평가 및 정책 설계에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사고예측모형, 사고심각도 분석, 익스트림 그래디언트 부스팅, 랜덤포레스트, 안전성능함수

서론

현대의 도시에서 교차로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단일로를 잇는 중요한 교통시설로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그리고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용자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공존을 위해 신호체계, 법규 등 차량 운전자 및 보

행자 간의 규칙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차로의 특성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교차로 및 교차로와 관련된 사고는 49.8%로서 단일로에서 발생한 사고(45.0%)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TAAS, 2021). 미국에서도 교차로 및 교차로 관련 사고는 연간 총 사고의 약 50%에 달하며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여겨지고 있다(NHTSA, 2015).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에서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고예측모형(Crash Prediction Model, CPM)을 추정하고 취약한 교차로 및 구간을 식별

하는 방법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Wang et al., 2019). 여기서 사고예측모형은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Highway safety manual(HSM)에서는 도시, 교외, 지방부 교차로 및 다차로 

간선도로, 2차로 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는 SPF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AASHTO, 2010). 

HSM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차로 SPF는 전체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된다. 하지만 모형 추정 시에 사고의 

유형 및 사고심각도에 따라 종속변수를 설정할 경우 모형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Zhao et al., 2018; Wang et al., 

2019).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Abdel-Aty et al., 2005; Liu and Sharma, 

2018). 사고예측모형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고 빈도가 가산데이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산데이터 모형인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이 SPF 추정에 사용되었다(Lord and Mannering, 2010). 그러나 포아송 회귀

모형은 표본의 분산이 평균과 같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데이터가 갖는 과분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과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model, NB)이 

SPF 추정에 활용되었다(AASHTO, 2010). HSM에서도 음이항 회귀모형 기반의 SPF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고예측

모형 개발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대로 특정 사고유형이나 사고심각도 구분 데이터의 경우 평균

보다 분산이 작을 때를 의미하는 과소산포의 형태를 나타낼때는 음이항 회귀모형으로 모형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과소분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콘웨이-맥스웰 포아송 회귀모형(Conway-maxwell poisson; Com-

poisson)이 있다(Conway and Maxwell, 1962; Shirani-Bidabadi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을 근거로 

종속변수의 분산 특성에 따라 NB와 Com-poisson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교차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요인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가산데이터 모형인 사고빈도 기반의 사고예측모형은 이러한 안전성 분석과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사고심각도 분석이 있다. 분석 대상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데

이터의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고심각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반적인 사고심각도 분석이 대표적이다(Lee et 

al., 2008; Won et al., 2009; Kim et al., 2020). 분석을 통해 사고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도출된 요인들을 근거로 안전정책 설계 및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머신러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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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또한 사고심각도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Tang et al.(2019)은 단계별 2-stage 심각도 분석 수행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Random forest, Adaptive Boosting(AdaBoost),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GBDT)

의 3개 기본 분류기를 통합한 Stacking 모형을 활용하여 심각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등의 통계기반 모형보다 제안한 Stacking 모형의 예측정확도가 우수한 것을 입증하였다. Ahmadi et 

al.(2020)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심각도 분석을 위해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혼합다

항로짓모형(Mixed multinomial logit), 그리고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활용하여 각 모

형의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SVM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같은 전통적 통계방법론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수한 예측성

능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개별 사고의 심각도와 교차로 및 단일로의 공간적 특성과 사고발생 빈도를 모두 고려한 연

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고심각도 분석과 빈도 분석을 계층 또는 단계로 구분하는 미흡

한 분야와 연관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Abdel-Aty(2003)의 연구에서는 다중 위치에서의 사고심각도 분석 특성

을 분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적 특성이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가정을 놓고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되었다. 일반 단일로, 신호교차로 그리고 요금소를 대상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으며, 사

고위치에 따라 심각도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Prato et al.(2018)은 건축환경과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보행자 사고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보행자와 술에 취한 보행자가 가장 취약한 도로이용자로 나타났으

며, 대형차량 및 제한속도가 높은 도로에서의 사고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동일한 심각도 사고

라도 공간적 상관관계에 따라 근접한 건설환경의 역할이 미치는 다름 또한 입증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처럼 공간적 특성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수행되는 심각도 분석은 공간분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고빈도를 반영한 안전성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성

은 실제 정책설계 단계에서 실무자에게 효과적인 우선순위 제시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빈도분석과 심각도분석이 각각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고예측모형의 예측지

표를 개발하였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사고심각도 분석을 수행하여 심각도 

기여 요인의 가중치를 환산하였으며, 이를 각 교차로 단위로 집계하여 사고예측모형 개발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

였다. 이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사고예측모형, 즉 안전성능함수(SPF)를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예측성능 검증

을 통해 실제 제안한 지표를 활용한 정책설계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과로 제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예측변수를 활용한 안전성능함수 개발 결과와 예측성능 검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

막 장에서는 결과정리 및 시사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방법론

1.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s, SPF)

안전성능함수(SPF)는 교통량 및 기하학적 요소 변수를 바탕으로 사고 빈도를 추정하는 사고예측모형(Crash 

prediction model)으로 알려져 있다(Son et al., 2019). Highway safety manual(HSM)에서는 안전정책의 안전성 

효과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SPF 활용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AASHTO, 2010). 최근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도로의 단일로 및 교차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SPF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Son et al., 2019; 

Kang et al., 2021). SPF 개발에 사용되는 예측변수는 대표적으로 사고 빈도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심각한 사고의 

예측과 심각한 사고의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망 및 중상사고를 대상으로 한다(Park and Abdel-Aty, 2015; 

Son et al., 2019). 일반적으로 사고데이터의 분산을 고려하여 과대산포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음이

항 모형(Negative Binomial, NB; Poisson-Gamma)이 사용된다. NB 모형 기반의 SPF 수식은 Equation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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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1)

where,  : 해당 구간(또는 교차로)의 예측사고건수

 : 변수 k에 대한 계수

 : 구간(또는 교차로) i의 일일 평균 교통량

 : 구간(또는 교차로) i의 도로특성

 : 변수의 개수 

NB 모형은 대부분의 사고데이터가 갖는 과대산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반대로 모델 개발 과정 중이나 데이터 표본 생성 또는 표본 수가 적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과소산포 문제

가 발생한다(Lord and Guikema, 2012; Sellers et al., 2012; Shirani-Bidabadi et al., 2020).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B 모형과 포아송 모형(Poisson)은 모두 과소분산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Conway-Maxwell-Poisson 분포(Com-poisson)는 포아송 분포의 일반화된 형태로 데이터 표본의 분산 분포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nway and Maxwell(1962)는 이 분포를 처

음으로 제안하였으며, Sellers and Shmueli(2010)의 연구에서는 과소분산, 과분산된 이산형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

포를 제안하였다(Sellers and Shmueli, 2010). Com-poisson 분포의 형태는 Equations 2, 3에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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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here,  : 이산확률변수(discrete random variable)

 : 정규화 상수(normalizing constant)

 : 과분산 계수( 일 경우 과소분산,  인 경우 과분산)

 : 변수의 개수 

 : 중심화 값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측변수에 적용되는 심각도 가중치로 인해 저분산이 발생함을 확인하여 각 예측변수의 분

산에 따라 NB 모형 및 Com-poisson을 적용하여 SPF를 개발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비모수적 모형인 Extreme gradient boosting(XGB) 회귀모형이 SPF 개발에 활용되었다. NB 모형과 Com-poisson 

모형 등의 선형 모델은 변수 요인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 설명에 제한적이다. 교호작용

과 비선형 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적절한 조합 설정과 비선형성 형태 정의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는 NB 모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Wang et al., 2016). 비선형성 및 상호작용을 고려한 

트리 기반 회귀모형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다(Kuhnert et al., 2000; Chang and Chen, 2005). 따라

서 예측변수와 교차로 사고 및 기하구조 데이터가 갖는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트리 기반의 XGB 모형을 활용하였다. 

XGB 회귀트리 모형 개발을 위해 R 패키지 “xgboost”를 활용하였으며, 과적합 방지를 위해 1에서 10까지의 nfold와 

1에서 100까지의 nround를 비교하였으며, 성능검증 절차를 거쳐 준비된 데이터셋으로는 nfold가 5일 때, nround

는 50일 때 최적화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spf 개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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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심각도�가중치�기반의�예측변수�개발

앞서 제시한 안전성능함수는 일반적으로 모형의 예측변수를 사고건수로 한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단순히 발생

한 사고의 집계된 합으로 심각한 사고와 그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심각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건수 또는 

EPDO 등 심각한 사고를 중심으로 설정된 지표를 통해 예측변수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각 사고의 세부내용

과 원인을 포함하지 못한 단순 집계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지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고심각도 

가중치 기반의 예측변수를 개발하였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심각도 분석을 통해 심각한 사고에 미

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의 변수 중요도에 따라 각 사고의 심각도 score를 계산하여 교차로 단위로 

집계하였다. 교차로마다 집계된 사고심각도 score는 사고예측모형의 예측변수로 설정되며 주요한 사고내용을 포함

할 수 있다. 사고심각도 score 산출을 위한 심각도 분석 방법론으로 머신러닝 기법인 Random forest(RF)와 

Extreme gradient boosting(XGB)을 활용하였다. RF와 XGB는 사고심각도 분석 연구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Ijaz et al., 2021; Yan et al., 2021). 먼저 RF 기법은 Breiman(2001)이 제안한 성능이 우수한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이다.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트리는 무작위로 선택된 표본과 트리 특성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최

종적으로 트리 중 투표 방법에 의해 최적 모형이 결정된다. Single classifier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의 국소 

최적화 및 과적합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otstrap sampling을 이용하여 트리 분

류기 모음을 확장하고 이후에 트리의 결과를 사용하여 트리 모델링에 사용된 변수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알

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 RF 분류 모형의 변수 중요도 산출 지표는 MDA(Mean Decrease Accuracy), MDG(Mean 

Decrease Gini)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표준화하여 가중치로 환산하여 심각도 Score 산출에 활용하였다.

Extreme gradient boosting(XGB)는 Gradient boosting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한 기법이다(Chen et al., 

2015). 트리를 병렬로 작동하도록 구성하여 효율성을 개선하여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RF와 마찬가지로 분

류 및 회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XGB에서는 변수 중요도 지표로 Gain, Cover, Frequency의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Gain은 무작위 트리에 대해 각 변수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출된 모형에서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정

의한 지표이다. 다른 변수와 비교했을 때 값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Gain이 상대적 중

요성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ain 지표를 교차로 사고심각도 중요도 지

표로 활용하였다.

RF, XGB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교차로 사고심각도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사고심각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로 도출된 변수 중요도()는 개별 사고점수로 계산된다. RF는 도출된 변수 중요도의 값의 합이 1이 아니기 때

문에, 표준화 절차를 수행하여 전체 변수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사고점수 계산식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Equation 4). 

 
  



×  (4)

where,  : 사고 의 심각도 가중치 반영 사고점수

 : 사고번호(=1,2,....,)

 : 변수 의 값

 : 변수 의 변수 중요도

 : 개별 사고의 변수번호(=1,2,...,)

개별사고 단위로 환산된 점수는 SPF의 표본 집계단위인 교차로마다 합산되었으며, 합산된 관측 사고건수

()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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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here,  : 심각도 가중치 반영 집계 사고점수(method = RF, XGB)

여기서 식에 의해 집계된 관측 사고건수()는 SPF의 기본 예측변수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교차로 

사고심각도 가중치가 반영된 예측변수는 , 로 2가지이다. 기본 예측변수인 관측 사고건수와 제안한 2

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한 3개의 예측변수를 대상으로 SPF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변수의 예측성능 검증을 위해 개발한 모형의 변수별로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

를 위해 절대 평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와 평균 제곱 예측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활용하였다. 두 값 모두 절대값과 절대값의 제곱을 사용하여 예측값과 관측값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0에 가

까울수록 예측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귀모형의 예측성능 검증에는 Train dataset과 

Validation dataset의 표본을 7:3 또는 8:2 등의 일정 비율에 맞춰 Split하여 검증이 수행된다. 그러나 sample size가 

충분하지 않은 예측모형의 경우 예측력이 감소하며 Split dataset에서 편향된 예측성능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데이터 수집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81개의 sample size 때문에 일반적인 split 기반의 예측성능을 검증하지 않

고, K-fold cross-valid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성능을 검증하였다. K-fold cross-validation 기법은 k개의 상

호 배타적인 부분집합을 무작위로 균등하게 분할된다(Franklin, 2005). 기준 폴드는 validation dataset에, 나머지 

k-1개의 폴드는 training dataset에 그룹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k가 5로 설정되어 전체 데이터셋이 4:1의 비율로 5

개의 부분집합으로 구분하여 반복검증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MAE와 

RMSE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s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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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교차로 의 예측 값

 : 교차로 의 관측 값

분석�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심각도 요인 분석을 위한 사고심각도 데이터와 사고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교차로 단위 사고빈도 데이터 2가지로 구성된다. 사고심각도 분석을 위해 2017-2018년 2년간 

서울 및 부산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42,513건의 사고를 수집하였다. 이어서 사고빈도 분석을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및 부산에 위치한 81개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1,990건의 사고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 도시의 교차로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교통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 전체 교차로 사고인 42,513건의 사고를 대상으로 심각도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그중에서 hotspot 식별 대상 교차로인 81개의 교차로에서만 빈도분석을 위해 1,990건의 사고가 수집되었다.

사고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에서 

수집하였다. 사고데이터에는 인적요인, 환경요인, 차량요인으로 구분되는 개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명변수

가 포함되어 있다. 사고심각도 분석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의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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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for crash injury severity analysis

Variable K A B C Total

Injury severity 324 0.76% 13,195 31.04% 25,991 61.14% 3,003 7.06% 42,513

Time

Dawn 60 1.48% 1,331 32.84% 2,430 59.96% 232 5.72% 4,053

Daytime 112 0.71% 4,774 30.41% 9,660 61.54% 1,152 7.34% 15,698

Evening 47 0.49% 2,927 30.35% 5,914 61.33% 755 7.83% 9,643

Morning 62 1.10% 1,864 33.00% 3,359 59.47% 363 6.43% 5,648

Night 43 0.58% 2,299 30.77% 4,628 61.95% 501 6.71% 7,471

Week

Weekday 244 0.78% 9,761 31.13% 19,135 61.03% 2,214 7.06% 31,354

Weekend 80 0.72% 3,434 30.77% 6,856 61.44% 789 7.07% 11,159

Season

Fall 95 0.86% 3,438 31.28% 6,719 61.14% 738 6.72% 10,990

Summer 66 0.62% 3,251 30.42% 6,554 61.33% 815 7.63% 10,686

Spring 78 0.73% 3,352 31.58% 6,448 60.76% 735 6.93% 10,613

Winter 85 0.83% 3,154 30.85% 6,270 61.33% 715 6.99% 10,224

Type of crash

Vehicle to vehicle 143 0.44% 8,644 26.68% 21,170 65.34% 2,442 7.54% 32,399

Vehicle to pedestrian 167 1.76% 4,372 45.99% 4,493 47.26% 474 4.99% 9,506

Single vehicle (no pedestrian) 14 2.30% 179 29.44% 328 53.95% 87 14.31% 608

Detailed type of crash

Rear-end crash 11 0.21% 1,052 20.28% 3,900 75.19% 224 4.32% 5,187

Side crash 72 0.43% 4,638 27.83% 10,656 63.93% 1,302 7.81% 16,668

Head-on crash 23 0.95% 898 36.97% 1,336 55.00% 172 7.08% 2,429

In a crossing 105 1.90% 2,744 49.53% 2,461 44.42% 230 4.15% 5,540

On the sidewalk 7 1.87% 168 44.80% 186 49.60% 14 3.73% 375

On the road 15 1.26% 499 41.97% 594 49.96% 81 6.81% 1,189

Driving in reverse 0 0.00% 30 11.54% 214 82.31% 16 6.15% 260

Overturn 4 4.82% 16 19.28% 39 46.99% 24 28.92% 83

Vehicle only 9 6.98% 47 36.43% 59 45.74% 14 10.85% 129

Unclassified 78 0.73% 3,103 29.13% 6,546 61.45% 926 8.69% 10,653

Type of violation

Unsafe driving 164 0.84% 5,487 28.25% 12,190 62.77% 1,579 8.13% 19,420

Signal violation 92 0.97% 3,760 39.71% 5,135 54.24% 481 5.08% 9,468

Violation of to maintain 
safe distance

2 0.07% 562 19.36% 2,176 74.96% 163 5.61% 2,903

Violation of driving method 
in intersection

4 0.11% 945 25.62% 2,463 66.77% 277 7.51% 3,689

Violation of lane compliance 
obligations

1 0.16% 127 20.32% 456 72.96% 41 6.56% 625

Violation of pedestrian 
protection obligations

32 1.22% 1,208 46.12% 1,278 48.80% 101 3.86% 2,619

Violation over the center line 7 0.77% 332 36.36% 492 53.89% 82 8.98% 913

Illegal U-turn 3 1.07% 57 20.36% 167 59.64% 53 18.93% 280

Crash with right-turn veh 
and straight veh

1 0.06% 446 25.16% 1,173 66.16% 153 8.63% 1,773

Speeding 14 24.56% 33 57.89% 9 15.79% 1 1.75% 57

Unclassified 4 0.52% 238 31.07% 452 59.01% 72 9.40% 766

Surface condition

Dry 284 0.74% 11,919 31.09% 23,387 61.01% 2,743 7.16% 38,333

Wet/moisture 36 1.02% 1,090 30.84% 2,188 61.91% 220 6.23% 3,534

Frost/freezing 1 0.96% 26 25.00% 72 69.23% 5 4.81% 104

Snow 1 1.16% 23 26.74% 59 68.60% 3 3.49% 86

Unclassified 2 0.44% 137 30.04% 285 62.50% 32 7.02%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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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for crash injury severity analysis (continued)

Variable K A B C Total

Weather

Sunny 275 0.73% 11,693 31.04% 22,997 61.05% 2,702 7.17% 37,667

Rainy 25 0.95% 832 31.50% 1,626 61.57% 158 5.98% 2,641

Cloudy 20 1.16% 540 31.38% 1,046 60.78% 115 6.68% 1,721

Snowy 3 1.68% 46 25.70% 124 69.27% 6 3.35% 179

Unclassified 1 0.33% 84 27.54% 198 64.92% 22 7.21% 305

Crash location

Inside 166 0.68% 7,729 31.80% 14,698 60.48% 1,709 7.03% 24,302

Near 92 0.63% 3,923 26.80% 9,567 65.35% 1,057 7.22% 14,639

Crosswalk 66 1.85% 1,543 43.20% 1,726 48.32% 237 6.63% 3,572

Vehicle type (offender)

Passenger car 148 0.52% 8,856 31.18% 18,339 64.57% 1,059 3.73% 28,402

Two-wheel 50 0.96% 1,502 28.81% 2,592 49.72% 1,069 20.51% 5,213

Freight car 47 1.30% 1,312 36.18% 2,149 59.27% 118 3.25% 3,626

Van 35 1.40% 922 36.78% 1,445 57.64% 105 4.19% 2,507

Special vehicles 22 5.29% 158 37.98% 223 53.61% 13 3.13% 416

Bicycle 22 1.54% 307 21.53% 672 47.12% 425 29.80% 1,426

Unclassified 0 0.00% 138 14.95% 571 61.86% 214 23.19% 923

Sex of offender

Man 291 0.85% 10,711 31.31% 20,810 60.82% 2,402 7.02% 34,214

Woman 33 0.45% 2,341 31.84% 4,592 62.46% 386 5.25% 7,352

Unclassified 0 0.00% 143 15.10% 589 62.20% 215 22.70% 947

Age of offender

Youth (<17 years) 7 0.81% 213 24.68% 444 51.45% 199 23.06% 863

Younger (18-35 years) 48 0.51% 2,896 30.73% 5,641 59.86% 838 8.89% 9,423

Middle-aged (36-55 years) 124 0.79% 5,052 32.16% 9,640 61.37% 892 5.68% 15,708

Older (>56 years) 145 0.93% 4,891 31.42% 9,674 62.14% 858 5.51% 15,568

Unclassified 0 0.00% 143 15.04% 592 62.25% 216 22.71% 951

Vehicle type (victim)

Passenger car 44 0.22% 4,241 20.91% 14,417 71.08% 1,580 7.79% 20,282

Two-wheel 42 0.62% 2,822 41.96% 3,498 52.01% 363 5.40% 6,725

Freight car 13 0.76% 368 21.62% 1,106 64.98% 215 12.63% 1,702

Van 19 1.11% 496 28.99% 1,053 61.54% 143 8.36% 1,711

Special vehicles 6 4.11% 26 17.81% 103 70.55% 11 7.53% 146

Bicycle 18 1.03% 672 38.58% 942 54.08% 110 6.31% 1,742

Pedestrian 167 1.76% 4,372 45.99% 4,493 47.26% 474 4.99% 9,506

Unclassified 15 2.15% 198 28.33% 379 54.22% 107 15.31% 699

Sex of victim

Man 206 0.66% 9,114 29.39% 19,374 62.47% 2,321 7.48% 31,015

Woman 104 0.96% 3,893 36.00% 6,246 57.75% 572 5.29% 10,815

Unclassified 3 2.34% 20 15.63% 68 53.13% 37 28.91% 128

Age of victim

<17 years 6 0.40% 431 28.51% 917 60.65% 158 10.45% 1,512

18-35 years 44 0.40% 2,932 26.79% 7,243 66.19% 724 6.62% 10,943

36-55 years 78 0.50% 4,404 28.16% 10,046 64.24% 1,111 7.10% 15,639

>56 years 182 1.33% 5,238 38.15% 7,411 53.98% 899 6.55% 13,730

Unclassified 14 2.03% 190 27.58% 374 54.28% 111 16.11% 689

Region

Seoul 232 0.71% 9,465 29.16% 20,372 62.77% 2,387 7.35% 32,456

Busan 92 0.91% 3,730 37.09% 5,619 55.87% 616 6.13% 10,057

본 연구에서의 사고심각도 구분은 K(사망), A(중상), B(부상), C(경상)으로 분류되며 물피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1% 미만(10건 이하)에 해당하여 TAAS에서 유의미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outlier로 간주하여 분석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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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였다.

사고빈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 분석대상 교차로의 특성변수를 각각 수집하였다. 교통량

(AADT)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통빅데이터 제공 시스템 View-T에서 수집하였으며, 그 밖의 교차로 

특성변수는 Kakao map의 로드뷰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변수는 기존 교차로 사고

예측모형 개발 연구의 변수선택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Shirani-Bidabadi et al., 2020). 교차로 특성변수 중 연속

형 변수는 총 12가지로 다음과 같다: 교통량(주 ‧ 부도로), 차로수(주 ‧ 부도로), 좌회전 차로수(주 ‧ 부도로), 우회전 

차로수(주 ‧ 부도로), 우회전 도류화 개수(주 ‧ 부도로), 중앙분리대 개수(주 ‧ 부도로). 11가지 명목형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좌회전차로 유무(주 ‧ 부도로), 중앙분리대 유형(island, closed, open; 주 ‧ 부도로), 불법주정차 유무(주 ‧ 부도

로), 제한속도(주 ‧ 부도로), 교차로 교차각 분류, 교차로 연결로 수, 지역구분(서울 및 부산).

분석결과

1. 사고심각도�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사고심각도 가중치 적용을 위한 심각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머신러닝 기법인 RF와 XGB

을 활용하였다. 분류 모형의 종속변수는 사망 및 중상사고(KA crashes)를 1로 부상 및 경상사고(BC crashes)를 0으

로 하여 사망 및 중상사고 분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도출하였다. 각 방법론별 전체 82개의 변수 중 

상위 10개의 변수 중요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Results of top 10 variable importance in 82 variables by RF and XGB

Method

Random forest (RF)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Feature category Standardized 
MDG

Feature category
Gain

Large Small Large Small

Vehicle type
(offender)

Passenger car 0.0383 Vehicle type
(offender)

Passenger car 0.0683

Age of victim Older 
(>56 years)

0.0322 Age of victim Older 
(>56 years)

0.0435

Type of violation Signal violation 0.0263 Region Seoul 0.0391

Age of offender Middle-aged 
(36-55 years)

0.0262 Week Weekday 0.0391

Age of offender Older 
(>56 years)

0.0260 Type of violation Signal violation 0.0377

Season Fall 0.0257 Age of victim Middle-aged 
(36-55 years)

0.0285

Season Spring 0.0251 Age of offender Middle-aged 
(36-55 years)

0.0281

Season Summer 0.0250 Age of offender Older 
(>56 years)

0.0278

RF 분류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차종-승용차(0.0383), 피해자 연령-56세 이상(0.0322), 그리고 위반유형-

신호위반(0.0263)이 중요도가 높은 지표로 식별되었다. XGB 분류모형에서는 피해차종-승용차(0.0683), 피해자연

령-56세 이상(0.0435), 그리고 지역-서울(0.0391) 변수가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2개 모형 

모두에서 피해차종-승용차, 피해자연령-56세 이상 등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식별되었다. 이 지표를 갖는 사고는 높

은 심각도 score가 반영되었다. Equation 7에 제시한대로 각 사고 세부 설명변수의 값에 따라 적용되어 점수화된다. 

이어서 앞서 방법론 장에서 제시한 와 같이 교차로 단위로 집계되어 예측변수로 설정되었다. 심각도 가중치 환

산 결과가 반영된 예측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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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s summaries of injury severity analysis results (RF and XGB)

Severity score for each crash (n=1,990)

Method Mean S.D. Min Max

RF  0.2963 0.0216 0.1787  0.3392

XGB  0.3366 0.049 0.1249  0.4351

Aggregated severity score for each intersection

Method Mean S.D. Min Max
 12.2840 6.4192 1.0000 31.5000

 11.5988 6.2156 1.0000 31.0000

   3.6397 1.9092 0.3178  9.1993

   3.4425 1.8510 0.3178  9.0535

   4.1345 2.2708 0.3423 10.0960

   3.9082 2.2012 0.3423  9.9514

2. 예측변수별� SPF 개발�결과

SAS 9.4 프로그램의 PROC GENMOD(NB 모형), COUNTREG(Com-poisson 모형)을 사용하여 교차로 SPF

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SPF는 사고건수(, )를 예측변수로 하는 기초 모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심

각도 가중치가 적용된 4개 지표(, , , )를 예측변수로 하는 총 6개이다. 

Table 4. SPFs by base dependent variables (NB regression)

Parameter

Crash severity level




Estimate Std. Err P-value Estimate Std. Err P-value

Intercept -3.2827 1.5777 0.0375 -3.2091 1.6499 0.0518

ln(AADT) (major) 0.3793 0.1561 0.0151 0.3721 0.1627 0.0222

ln(AADT) (minor) 0.188 0.1066 0.0778 0.2244 0.1082 0.0381

Number of lanes (major) 0.1319 0.0479 0.0059 0.1203 0.0501 0.0162

Number of left turn lanes (major) 0.0869 0.033 0.0084 0.0912 0.0347 0.0085

Number of right turn lanes (major) 0.2032 0.1171 0.0829 N.S N.S N.S

Number of channelization right 
turns (major)

-0.2031 0.05 <.0001 -0.2084 0.052 <.0001

Number of medians (major) -0.3303 0.0987 0.0008 -0.3498 0.1027 0.0007

Type of median (major)
References: Open

-0.421 0.1742 0.0157 -0.471 0.181 0.0093

Presence of parking (major) 0.3542 0.1249 0.0046 0.3406 0.1282 0.0079

Max speed (major)
Reference: 50kph

0.6882 0.2831 0.015 0.6482 0.2897 0.0253

Max speed (major)
Reference: 60kph

0.6218 0.2833 0.0282 0.583 0.2902 0.0445

Presence of turn lane (minor) -0.3813 0.1232 0.002 -0.3835 0.1272 0.0026

Number of right turn lanes (minor) -0.5464 0.1222 <.0001 -0.4963 0.1221 <.0001

Type of median (minor)
Reference: Island

0.221 0.1068 0.0386 0.2181 0.1111 0.0496

Skewed intersection 0.4468 0.1439 0.0019 0.4277 0.1507 0.0045

Intersection type 
Reference: Three-leg

-0.5658 0.1625 0.0005 -0.5841 0.1684 0.0005

Dispersion 0.0117 0.0141 - 0.0147 0.0155 -

AIC 468.7019 - - 465.0674 - -

Generalized R-square 0.4994 - - 0.5326 - -

MAE (Mean absolute error) 5.9532 - - 5.3662 - -

RMSE (Root mean square error) 4.0575 - - 3.7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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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가중치가 반영된 , , ,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SPF 개발 단

계에서 Dispersion parameter는 모두 0.0001보다 작아 과소산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Com-poisson 모형을 개발하였다. 각 모형 개발시 변수선택은 후진소거법(backward elimination)을 통해 진행되

었다. 변수는 90% 신뢰수준(P-value<0.1)을 만족하는 변수만 선택되었다. 통계기반의 최종 SPF 개발 결과는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Tables 4, 5, 6).

Table 5. SPFs by RF weighted dependent variables (Com-poisson regression)

Parameter

Crash severity level
 

 

Estimate Std. Err P-value Estimate Std. Err P-value

Intercept -7.6953 1.3071 <.0001 -7.1689 1.3628 <.0001

ln(AADT) (major) 0.665 0.1285 <.0001 0.6725 0.1355 <.0001

ln(AADT) (minor) 0.2514 0.1009 0.0127 0.1866 0.1032 0.0708

Number of right turn lanes (minor) -0.306 0.1237 0.0133 -0.2937 0.1293 0.0232

Number of channelization right 
turns (minor)

-0.1085 0.0444 0.0145 -0.0940 0.0460 0.0412

Skewed intersection 0.3012 0.1491 0.0433 N.S N.S N.S

Intersection size
Reference: Three-leg

-0.368 0.1703 0.0307 -0.4620 0.1793 0.01

-lnNu (Dispersion parameter) -0.7986 0.1649 <.0001 -0.7538 0.1659 <.0001

AIC 286.9660 - - 284.2092 - -

Generalized R-square 0.5880 - - 0.5803 - -

MAE (Mean absolute error) 1.1967 - - 1.1334 - -

RMSE (Root mean square error) 1.5780 - - 1.5306 - -

Table 6. SPFs by XGB weighted dependent variables (Com-poisson regression)

Parameter

Crash severity level
 

 

Estimate Std. Err P-value Estimate Std. Err P-value

Intercept -6.4863 1.3314 <.0001 -6.5186 1.4176 <.0001

ln(AADT) (major) 0.6173 0.1248 <.0001 0.6066 0.1329 <.0001

ln(AADT) (minor) 0.2407 0.0976 0.0137 0.2456 0.1042 0.0185

Number of left turn lanes (major) 0.0704 0.0324 0.0297 0.0673 0.0345 0.0514

Number of channelization right 
turns (major)

-0.124 0.0443 0.0052 -0.1196 0.0471 0.0112

Presence of turn lane (minor) -0.2378 0.1185 0.0448 -0.2759 0.1245 0.0267

Number of right turn lanes (minor) -0.5202 0.1238 <.0001 -0.4834 0.1314 0.0002

Skewed intersection 0.2822 0.1444 0.0506 0.3023 0.1526 0.0475

Intersection size
Reference: Three-leg

-0.5084 0.1677 0.0024 -0.4888 0.1790 0.0063

-lnNu (Dispersion parameter) -0.7806 0.1643 <.0001 -0.7167 0.1656 <.0001

AIC 300.5892 - - 300.4591 - -

Generalized R-square 0.6327 - - 0.6141 - -

MAE (Mean absolute error) 1.3393 - - 1.3082 - -

RMSE (Root mean square error) 1.7753 - - 1.7616 - -

3. 예측변수�비교

6개의 예측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SPF를 개발하였으며, 모형의 검증과 fitting 측면에서 비교를 수행하였

다. 비교를 위해 MAE, RMSE,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Generalized R-square 지표를 도출하였다. 

XGB 모형은 MAE와 RMSE만 도출하여 예측변수 간의 비교를 수행하였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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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diction variable comparison (NB, Com-poisson model)

Model
Dependent 
variables

Goodness-of-fit Criterion

MAE
(model validation)

RMSE
(model validation)

AIC
(model fitting)

Generalized R-square
(model fitting)

NB regression  5.9532 4.0575 468.7019 0.4994

 5.3662 3.7624 465.0674 0.5326

Com-poisson
regression

  1.1967 1.5780 286.9660 0.5880

  1.1334 1.5306 284.2092 0.5803

  1.3393 1.7753 300.5892 0.6327

  1.3082 1.7616 300.4591 0.6141

XGB regression  4.6449 6.3871 - -

 4.4903 6.1412 - -

  1.5043 1.9710 - -

  1.3814 1.8351 - -

  1.5126 2.0914 - -

  1.3510 1.8885 - -

비교결과, 전체 사고건수보다 KAB 사고건수에서 전체적으로 MAE, RMSE의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력

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모형 검증의 관점에서는 NB, Com-poisson 모형 결과에서는 

의 MAE, RMSE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XGB 회귀트리 모형 결과에서는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최적화 관점에서는 NB, Com-poisson, 그리고 XGB 회귀모형의 구분 없이 가 종속변수

인 모형의 AIC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eneralized R-square의 관점에서는 XGB 기반의 가중치 적용

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심각도 가중치를 적용했음에도 모형의 예측성능이

나 설명력 측면에서 기존의 기본 사고건수 지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활

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XGB 회귀모형의 경우 사고건수 기준()으로는 MAE가 더 낮고, RMSE

는 더 큰 것으로 비교되었다. 심각도 가중치가 적용된 변수(, )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통계기반 

모형보다 MAE, RMSE가 높게 나타나 예측성능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머신러

닝 모형의 경우 SPF 개발 단계에서 종속변수가 비선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음이항 또는 포아송 

회귀모형보다 성능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확인된 바 있다(Park and Abdel-Aty, 2015; Shirani-Bidabadi 

et al., 2020). 따라서 비교결과를 근거로, 단순 예측성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분산과 모형과 선택변수의 

설명력을 고려한 최적의 모형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및�토의

본 연구에서는 사고빈도분석과 심각도분석이 각각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심각도 가중치 기반의 예

측변수를 사용한 교차로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RF, XGB 기법을 활용하여 교차로 사고심각도 분석을 수행하

여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변수 중요도를 토대로 각 사고의 score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개

별 사고의 score를 교차로 단위로 집계하여 기존의 단순 집계 사고건수에서 심각도 가중치가 반영된 신규 예측변수

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심각도 가중치 예측변수를 활용한 SPF 개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B 모형과 과소분산

을 설명할 수 있는 Com-poisson 모형, 그리고 예측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이 사용되었다. 분석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심각도 분석을 위해 2017-2018년 2년간 서울 및 부산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42,513건의 사고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이어서 사고빈도 분석을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및 부산에 위치한 

81개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1,990건의 사고데이터도 수집되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40 No.2 April 2022202

•Article• Assessment of Crash Prediction Models for Intersections with Severity Weight Parameters Using Data Science Approaches

먼저 교차로 사고심각도 분석결과, 8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심각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서에 따

라 RF와 XGB 각 모형별로 변수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두 모형의 변수 중요도 도출 결과에 따르면 피해차종-승용

차, 피해자연령-56세 이상, 위반유형-신호위반 등의 지표가 RF, XGB 분류 모형에서 공통적인 심각한 사고에 기여

하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기여 요인의 변수 중요도 순서에 따라 개별사고 score가 계산되었으며, 분석대상 

교차로 단위로 집계되었다. 기존 교차로 단위 집계 관측 사고건수()에 RF, XGB 가중치가 적용된 예측변수

(, )를 종속변수로 하는 안전성능함수(SPF)가 개발되었다. 각 변수의 예측성능 검증 결과, RF 가중치

가 적용된 의 MAE, RMSE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성능의 비

교 목적이 기존 변수를 대체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고심각도 insight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기존 변수인 의 성

능보다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도 가중치 기반의 예측변수는 사고심각도 영향요인을 내포한 지

표라는 점에서 더 많은 안전성 해석이 가능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사고예측모형을 활용한 응용연

구 및 실증 분석 시에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사고예측모형 또는 안전성능함수 개발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차로 표본 구성에 있어 데

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 필요 표본만을 분석 데이터셋으

로 구성하여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향후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

작업과 서울 및 부산 내의 더 많은 교차로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실증적 관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지표를 활용한 사고예측모형 개발 연구내용은 미래 도로설계에 있어서 사고 빅데이터를 활

용한 기존 도로 개선사항 도출, 개선 우선순위 선정, 그리고 안전 대응방안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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